치의학 석사 학위논문

백악질 재생에 관한 문헌 연구

2014

년2월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

김태련

백악질 재생에 관한 문헌 연구
지도교수 우 경 미

이 논문을 치의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
김태련
김태련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년

11

월

(인)
(인)
(인)

학위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저작물을 제
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동의사항
①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니다
②본인의 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논문의 일부 또
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 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개인 저작자 의 의무
본 논문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
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속대학 원 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
보하겠습니다
(

)

(

)

.

3.

서울대학교의 의무
①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을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저작권 보호장치
를사
용하여야 합니다
②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에 대한 공개의 유보나 해지 신청 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DRM)

.

.

논문제목 : 백악질 재생에 대한 문헌연구
학위구분 석사 ■․박사 □
학 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학 번
연락처
저작자 김태련 인
:
:
:

2009-22671

:

dstrich9@naver.com

:

제출일

:

2014

(

년 월
1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

국문초록
치주질환은 치과 영역의 2대 질환 중 하나로 치주조직을 비가역
적으로 파괴시킨다. 만약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치
주조직의 심대한 손상을 가져온다.
최근 치주질환의 치료로 재생적 치료가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치주조직 중, 치주인대가 치주조직 재
생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치주 인대가 치근면에 수직적으로 매입되기 위해서는 백악질
이 필요하며, 백악질 자체가 치주재생을 위한 국소 미세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생체 조절인자들의 저장고로 기능함이 밝혀지면서,
백악질 역시 성공적인 치주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악질 재생에 대한 현재까지의 식견과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의 관점에서 백악질 재생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앞으로 백악질 재생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 백악질 재생, 백악모세포, 줄기세포, 조직공학
학 번 : 2009-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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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구강 내 미생물의 작용과 이에 대한 숙
주의 면역반응의 결과 치주조직이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실제 치과 영역의 2대 질환은 치아 우식증(dental caries)과 치
주질환으로, 치주질환의 치료는 임상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치주질환의 치료 후에 나타나는 치유(healing)는 대체로 염증반응으로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고 파괴, 손실된 조직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뤄지
는데, 그 양상에는 크게 재생(regeneration)과 회복(repair)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치유양상은 재생으로, 이는 손상되기 전
치주조직과 기능적,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치유이기 때문이다.
반면, 회복은 손상된 치주조직이 상피조직이나 결합조직으로 대체되어
비기능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흔히 이를 ‘상흔(scar)이 남는 치유’라고
한다. 치주조직이 재생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반적
으로 새로운 치조골(alveolar bone)이 합성되어 손상 전 치조골 높이로
올라가고, 염증으로 괴사된 백악질이 신생 백악질 형성(cementogenesis)
에 의해 건강한 백악질로 대체되어 치근면을 다시 덮게 되며, 이렇게 재
생된 치조골과 백악질 사이에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가 새로 합
성되어, 그 중 주 섬유 다발(principal fiber bundles)의 일부 섬유(샤피
섬유, Sharpey’s fiber)가 치조골과 백악질 표면에 수직하게 삽입되는 것
이다.1)
또한 치주치료의 결과로 신부착(new attachment)과 재부착
1) Karring T, Nyman S, Gottlow J, Laurell L, Development of the biological
concept of guided tissue regeneration – animal and human studies.,
Periodontology 2000. 1993;1: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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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ttachment)이란 개념이 있다. 엄밀히 치주치료의 결과로 신부착만 가
능한데, 이는 각 개념의 정의에 기인한다. Caranza가 그의 저서 ‘clinical
periodontology’에서 신부착을 이미 치주질환으로 노출된 치근면에 신생
백악질이 침착된 후, 여기에 신생 치주인대 섬유가 삽입되고, 치은 상피
(gingival epithelium)가 치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부착에 필요한 섬유와 이를 연결하는 치근면 조직이 모두 새로 만들어져
야 하므로 신부착이란 명칭이 붙었으며, 결과적으로 재생과 비슷한 개념
이다. 반면, 재부착은 이전에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되지 않았던 부위가
수술 등의 과정에서 결합조직과 치근면이 떨어진 이후, 이것이 다시 부
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부착에 필요한 섬유와 이를 연결하는 치근
면 조직이 아직 생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치주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된 치주조직이 재생, 또는 신부착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치주조직의 재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
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주조직 발
생과정과 치유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치주조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치근을 덮고 있는 백악질과 치
아를 담고 있는 치조골, 백악질과 치조골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치
주인대와 치조골을 덮고 있는 연조직인 치은(gingiva)이 그것이다. 치주
조직 재생의 관점에서 이들 조직을 이루는 세포를 살펴보면, 크게 두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피조직성 세포로 주로 치은에 분포하며,
간혹 치아 발생 과정에서 허트위그 상피근초(Hertwig’s epithelial root
sheath, HERS)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말라세츠 상피잔사(epithelial rest
of Malassez, ERM)가 치주인대 부위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결합조직성 세포로 치은과 치주인대에 주로 분포하며, 백악질과 치조골
-2-

에도 분포한다. 각기 다른 조직에 존재하는 결합조직성 세포는 그 표현
형이 각기 다르다.
어떤 세포가 치주조직의 재생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
다. 우선 Moscow 등2)이나 Hiatt 등3)은 1960년대 말에 수술 이후 구강
상피(oral epithelium)를 차단했더니 치주조직의 재생이 잘 일어났다는
보고를 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elcher 등4)은 1976년에 치주
질환 등으로 손상을 받은 부위에 어떤 종류의 결합조직 세포가 모이느냐
에 따라서 치주조직의 치유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즉, 상피조직
세포는 증식이 빨라 치주조직 치유 과정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손상부
기저부까지 증식하여 긴 접합상피(junctional epithelium)를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생이 아닌 회복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
다. Melcher의 주장은 이후 치주질환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조직 유
도 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GTR)의 근거가 된다.
이에 어떤 결합조직 세포가 치주조직의 재생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Nyman 등5)은 1980년에 실험을 통해 치주염에 이환된
치근을 치은 결합조직에 매립한 후 치주조직의 재생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치근흡수가 발생해 치은 결합조직에는 재생능력을 가진 세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해에 Karring 등6)은 같은 방법으로 치주질환
2) Moskow BS, Wasserman BH, Hirschfeld LS, Morris ML, Repair of periodontal
tissues following acute localized osteomyelitis., Periodontics. 1967;5(1): 29–36.
3) Hiatt WH, Stallard RE, Butler ED, Badgett B, Repair following mucoperiosteal
flap surgery with full gingival retention., J. Periodontol. 1968;39(1): 11–6.
4) Melcher AH, On the repair potential of periodontal tissues., J. Periodontol.
1976;47(5): 256–60.
5) Nyman S, Karring T, Lindhe J, Planten S. Healing following implantation of
periodontitis-affected roots into gingival connective tissue., J. Clin. Periodontol.
1980;7(5): 394-401.
6) Karring T, Nyman S, Lindhe J, Healing following implantation of
periodontitis-affected root into bone tissue., J. Clin. Periodontol. 1980;7(2):
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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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환된 치근에서 치주인대를 치근 활택술(root planning)로 제거한
후, 골 조직에 매립한 결과 치근 유착(ankylosis)과 치근 흡수가 나타나
골 조직에는 재생능력을 가진 세포가 없음을 밝혔다. 이를 위의 Melcher
의 주장과 연결시키면, 결합조직성 세포 중 손상부에 모인 표현형이 치
조골 유래의 세포인 경우 유착이 일어나게 되며, 치은 결합조직 유래의
세포가 손상부에 모이게 되면 치근(백악질과 여기에 결합된 치주인대)이
재생되지 않고, 치근면에 평행한 섬유(치은인대(gingival ligament), 치은
인대 중에서 치조정 상방으로, 노출되었던 치근면에 직접 부착하기 보다
는 평행하게 에워싸는 circular group)가 형성되어, 재생이 아닌 회복으
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후 Boyko 등7)과 Nyman 등8)이 각각 1981년과 1982년에 실험을 통해
치주조직의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치주인대와 치주인
대 유래의 세포라고 주장한 이후, 치주인대의 재생을 어떻게 유도, 조절
할 것인가가 치주조직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한편 여기
에 더해 Andreasen의 치아 재식립(tooth replantation)에 대한 기념비적
인 연구들9) 10)에 의하면, 치아 재식립 성공의 조건은 치아가 탈구
(avulsion)된 이후 가급적 신속히 재식립하는 것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7) Boyko GA, Melcher AH, Brunette DM, Formation of new periodontal ligament
by periodontal ligament cells implanted in vivo after culture in vitro. : A
preliminary study of transplanted roots in the dog., J. Periodont. Res. 1981;16:
73-88.
8) Nyman S, Gottlow J, Karring T, Lindhe J, The regenerative potential of the
periodontal ligament. An experimental study in the monkey., J. Clin.
Periodontol. 1982;9(3): 257-65.
9) Andreasen J. O., Periodontal healing after replantation and autotransplantation
of incisors in monkeys, Int. J. Oral Surg. 1981;10: 54-61.
10) Andreasen, J. O., Effect of extra-alveolar period and storage media upon
periodontal and pulpal healing after replantation of mature permanent incisors
in monkeys, Int. J. Oral Surg. 1981; 10: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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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에 부착된 치주인대의 생활력을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치주인대만 재생한다면, 치조골과 백악질의 재생도
치주인대 유래의 세포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치주인대
부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간엽 세포들(heterogenous populations of
mesenchymal cells)이 존재하며, 이들 중 몇 몇 세포군은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치주인대 뿐 아니라, 치조골과 백악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치주인대 유래의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중간엽
세포가 각각 백악모세포(cementoblast)와 조골세포(osteoblast)로 분화 가
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
이와 같은 지식들을 이용해, 치주인대 유래의 세포들에 성장 인자
(growth factor)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bio-regulator)를 처리해 치주인대
의 재생 뿐 아니라 백악모세포와 조골세포로 분화시켜 백악질과 치조골
로 유도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는 치주조직의 각 구성요소를 따
로 재생해 낼 수 있으면, 전체로서의 치주조직의 재생이 보다 용이할 것
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치주조직의 예측 가능한
(predictable) 재생은 요원한 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치주조직 구성
요소들의 발달 과정 및 치주질환에 이환된 조직의 치유기전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조절되기 때
문이다.
치주조직의 치주인대와 치조골에 비해, 백악질은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주조직의 발생 및 손상된 치주조직의 치유 과정
에서 백악질 역시 치주인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12) 13)


11) McCulloch CAG, Melcher AH, Cell migration in the periodontal ligament of
mice., J. Periodont. Res. 1983;18: 339-352.
12) Bosshardt DD, Selvig KA, Dental cementum: the dynamic tissue covering of
the root., Periodontol 2000 1997;13: 41–75.
13)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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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주조직 재생을 위해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가 백악질에 수직으로
매립되기 위해서는 백악질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백악질
기질(cementum matrix)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생체 조절인자들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4) 즉, 국소 미세환경(micro-environment)이 건
강한 상태의 치주조직에서처럼 유지되어야 주변의 줄기 세포(stem cell)
나 전구세포(progenitor cell)가 목표부위로의 이주(migration) 및 부착
(adhesion)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증식(proliferation)하게 된다. 이후, 백
악질모세포(cementoblast) 뿐 아니라, 치주인대 섬유모세포(PDL
fibroblast)로 정교하게 분화(differentiation)하고, 성숙(maturation)해 기
능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치주조직의 재생이 가
능하게 된다. 그런데 치주질환과 같은 병적(pathologic) 상태가 되면, 치
주질환 원인 미생물들에 의한 내독소(endotoxin)가 백악질 표면에 침착
되고, 여러 염증반응 물질이 주변에 축적되며, 백악질 기질에 저장되어
있던 생체 조절 인자의 농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소 미세환경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주조직 재생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백악질은 단순히 치주인대를 연결하는 역할 뿐 아니라, 치주조직의 유지
및 재생을 위한 국소 미세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체 조절인자
의 저장고(reservior)로서 치주조직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백악질 재생의 임상적 의의와 백악질
재생 연구에 사용되는 백악모세포의 특징, 백악질 재생을 위한 지금까지
의 연구방향과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을 조직공학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14)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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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논문 선별 기준
1)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에서 ‘cementum’과
‘regeneration’이라는 주제어로 최근 5년간의 논문들 중에서 초록
(abstract)에 두 주제어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들을 선택했다.
2) 이 논문들의 ‘related citation’에서 역시 최근 10년간 review 논문들
중 ‘periodontium’, ’periodontal’, ’cementum’, ’cementogenesis’,
’cementoblast’ 중 하나와 ‘regeneration’, ‘healing’, ’development’,
’differentiation’, ’formation’ 중 하나를 초록에 모두 포함하는 논문들을
선택했다.
3) 1),2)의 참고논문들을 참조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발표 시점과
무관하게 이들 논문들의 ‘related citation’을 참조했다.

제 2 절. 백악질의 특징
백악질의 특징에 대해서 조직․해부학적, 생화학적, 발생학적특징에 대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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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해부학적 특징
백악질은 치근 상아질과 결합하여 치근을 덮고 있어 치아 본체(tooth
proper)임과 동시에 치주조직을 이루고 있다. 백악질은 법랑․백악질 경
계(cementoenamel junction, CEJ)부에서 시작해서 치근 전체를 덮고 있
다. 백악질은 해부학적으로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두께는 치근의 치경부(cervical portion of root)에서는 약 50μm이며, 치
근 근단부(apical portion of root)로 갈수록 두꺼워져 치근단공(apical
foramen) 부위에서는 약 200μm가 된다.
조직학적으로 백악질은 내부에 세포(백악세포, cementocyte)의 유무와
매립된 섬유의 유래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랑․
백악질 경계 부근에는 무세포성 무섬유 백악질(Acellular Afibrillar
Cementum, AAC)이, 치근의 치경부에서 치근 중앙부(middle portion of
root)까지 무세포성 외래섬유 백악질(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AEFC)이 덮고 있다.(전치와 견치에서는 치근단부까지 무세
포성 외래섬유 백악질이 덮고 있다.) 치근단부나 다근치의 치근 이개부
(root furcation)에는 세포성 내래섬유 백악질(Cellular Intrinsic Fiber
Cementum, CIFC)이 위치한다. 또한 AEFC에서 CIFC로 이행되는 부위
의 백악질은 이들 백악질의 성질이 섞여 있으며, 이들을 세포성 혼합섬
유 백악질(Cellular Mixed Fiber Cementum, CMFC) 또는 세포성 혼합
줄무늬 백악질(Cellular Mixed Stratified Cementum, CMSC)이라 한다.
나중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이들 각각은 조직학적인 차이 뿐 아니라, 이
들의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와 형성 기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8-

보이며, 자연 상태에서 치주질환 등으로 손상된 백악질의 치유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백악질은 거의 모두 세포성 백악질로 알려져 있다.15)
2. 생화학적 특징
백악질은 경조직(hard tissue)으로서 다른 경조직과 마찬가지로 무기질
(mineral)과 유기 기질(organic matrix), 물(water)로 구성된다. 질량비로
무기질은 61%, 유기 기질은 27%, 물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무기질의 주 구성성분은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HA)이
다. 유기 기질은 크게 아교질 단백질(collagenous protein)과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non-collagenous matrix protein)로 나뉜다. 아교질 단백질
은 Ⅰ형 아교질(type Ⅰcollagen)이 주를 이룬다. Ⅰ형 아교질은 치주인
대의 주 아교질 섬유로 백악질 내 매립부인 샤피 섬유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Ⅰ형 아교질 외의 아교질로 Ⅲ형 아교질(type Ⅲ collagen)과 Ⅻ
형 아교질(type Ⅻ collagen)이 발견되는데, Ⅲ형은 주로 초기 백악질 발
생과정에서 많이 관찰되나 점차 사라진다.17) Ⅻ형은 주로 매립되어 있는
치주인대 섬유 주위에서 발견되며, Ⅰ형 아교질과 상호작용하며, 치주인
대 공간(periodontal ligament space)을 유지해 유착을 막고, 섬유가 유지
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18) 19)


15)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16) Schroeder HE, Orale Strukturbiologie.,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2000).
17) Narayanan AS, Bartold PM, Biochemistry of periodontal connective tissues
and their regeneration: a current perspective., Connect. Tissue Res. 1996;34(3):
191–201.
18) Karimbux NY, Nishimura I, Temporal and spatial expressions of type XII
collagen in the remodeling periodontal ligament during experimental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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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은 그 양은 소량이나 백악질의 발생과정과 치주
질환으로 손상된 백악질의 재생과정에 중요하다.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
질은 종류도 많고, 그 양도 소량이어서 그 기능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은 골 조직에서도 발
견되는 것들인데, RGD(Arg-Gly-Asp) 서열을 통해 세포의 부착
(adhesion)에 관여하는 비아교질 단백질인 BSP(bone sialoprotein)20),
OPN(osteopontin)21)이나(이들은 SIBLING(Small Integrin-Binding
Ligand N-linked Glycoproteins)의 일종이기도 하다.) Gla(γ
-carboxyglutamic acid) 단백질의 일종인 OCN(osteocalcin, bone Gla
protein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성장인자, 당단백질
(Glycoprotein), ALP(alkaline phosphatase),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 등이 그렇다.22)
그밖에 법랑질 단백질(enamel protein)인 amelogenin, ameloblasin(또는
sheathlin, amelin)23) 등도 백악질의 구성요소로 보는데, 특히
amelogenin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치근 형성 초기에 법랑
질 단백질(최근에는 ameloblastin으로 보고 있다.)이 관여하는 것이 확실
해 보이며, 이들이 상피-중간엽 상호작용(Epithelial-Mesencymal
movement., J. Dent. Res. 1995;74: 313–318.
19) MacNeil RL, Berry JE, Strayhorn CL, Shigeyama Y, Somerman MJ.,
Expression of type I and XII collagen during development of the periodontal
ligament in the mouse., Arch. Oral Biol. 1998;43: 779–787.
20) Ganss B, Kim RH, Sodek J, Bone sialoprotein., Crit. Rev. Oral Biol. Med.
1999;10: 79-98.
21) Sodek J, Ganss B, McKee MD, Osteopontin., Crit. Rev. Oral Biol. Med.
2000;11: 279-33.
22)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23) Fong CD, Slaby I, Hammarstrom L, Amelin: an enamel-related protein,
transcribed in the cells of epithelial root sheath., J. Bone Mineral Res. 1996;11
: 892-898.

- 10 -

Interaction, EMI)을 통해 백악모세포로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4)
각각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이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있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약이 많다.(이러한 제
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하기로 하겠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나마 골
조직에 대한 이들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기능 연구를 통해 백악질에
서도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유추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백
악질의 종류나 발생 단계 및 치주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주로 발현되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이러한 복잡함이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주고 있다. 백악질에서 보이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각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표 2-1]에 정리했다.
큰 분류
SIBLING
(adhesion
molecule)

종 류
BSP
OPN

기

능

• 세포 치근면으로 유인 및 부착유지25) 26)
• 치근면의 광화개시 촉진27) 28)
• 세포를 치근면으로 유인하고 부착유지29)
30) 31)
• 결정(crystal) 형성 및 성장 조절32) 33) 34)
• 백악질 흡수에 관여35) 36)
• 염증에 인한 세포사(apoptosis) 억제37) 38)
광화(mineralization) 조절해 치주인대 공간
(PDL space)을 유지39)
이소광화(ectopic mineralization) 막음40) 41)
















Gla protein

OCN
MGP



24) Bosshardt DD, Selvig KA, Dental cementum: the dynamic tissue covering of
the root., Periodontol 2000 1997;13: 41–75.
25) MacNeil RL, Berry JE, Strayhorn CL, Somerman MJ, Expression of bone
sialoprotein mRNA by cells lining the mouse tooth root during
cementogenesis., Arch. Oral Biol. 1996;41: 827–835.
26) MacNeil RL, Sheng N, Strayhorn CL, Fisher LW, Somerman MJ, Bone
sialoprotein is localized to the root surface during cementogenesis., J. Bone
Miner. Res. 1994;9: 159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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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Hunter GK, Goldberg HA, Nucleation of hydroxyapatiteby bone sialoprotein.,
Proc. Natl. Acad. Sci. U.S.A. 1993;90: 8562–8565.
28) Hunter GK, Goldberg HA, Modulation of crystal formation by bone

phosphoproteins: role of glutamic acid-rich sequences in the nucleation of
hydroxyapatite by bone sialoprotein., Biochem. J. 1994;302: 175–179.
29) van Dijk S, D’Errico JA, Somerman MJ, Farach-Carson MC, Butler WT,
Evidence that a non-RGD domain in rat osteopontin is involved in cell
attachment., J. Bone Miner. Res. 1993;8: 1499–1506.
30) Xuan JW, Hota C, Chambers AF, Recombinant GST-human osteopontin
fusion protein is functional in RGD-dependent cell adhesion., J. Cell Biochem.
1994;54: 247–255.
31) Xuan JW, Hota C, Shigeyama Y, D’Errico JA, Somerman MJ, Chambers AF,
Site-directed mutagenesis of the arginine-glycine-aspartic acid sequence in
osteopontin destroys cell adhesion and migration functions., J. Cell Biochem.
1995;57: 680–690.
32) Boskey AL, Maresca M, Ullrich W, Doty SB, Butler WT, Prince CW,
Osteopontin-hydroxyapatite interactions in vitro: inhibition of hydroxyapatite
formation and growth in a gelatin-gel., Bone Miner. 1993;22: 147–159.
33) Goldberg HA, Hunter GK, The inhibitory activity of osteopontin on
hydroxyapatite formation in vitro., Ann. N. Y. Acad. Sci. 1995;760: 305–308.
34) Hunter GK, Kyle CL, Goldberg HA, Modulation of crystal formation by bone
phosphoproteins: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osteopontin-mediated inhibition of
hydroxyapatite formation., Biochem. J. 1994;300: 723–728.
35) Shigeyama Y, Grove TK, Strayhorn C, Somerman MJ, Expression of
adhesion molecules during tooth resorption in feline teeth: a model system for
aggressive osteoclastic activity., J. Dent. Res. 1996;75: 1650–1657.
36) Takano-Yamamoto T, Takemura T, Kitamura Y, Nomura S, Site-specific
expression of mRNAs for osteonectin, osteocalcin, and osteopontin revealed by
in situ hybridization in rat periodontal ligament during physiological tooth
movement., J. Histochem. Cytochem. 1994;42: 885–896.
37) Denhardt DT, Chambers AF, Overcoming obstacles to metastasis – defenses
against host defenses: osteopontin(OPN) as a shield against attack by
cytotoxic host cells., J. Cell Biochem. 1994;56: 48–51.
38) Feng B, Rollo EE, Denhardt DT, Osteopontin(OPN) may facilitate metastasis
by protecting cells from macrophage NO-mediated cytotoxicity: evidence from
cell lines downregulated for OPN expression by a targeted ribozyme., Clin.
Exp. Metastasis. 1995;13: 453–462.
39) Ducy P, Desbois C, Boyce B, Pinero G, Story B, Dunstan C, Smith E,
Bonadio J, Goldstein S, Gundberg C, Bradley A, Karsenty G, Increased bone
formation in osteocalcindeficient mice., Nature. 1996;382: 448–452.
40) Luo G, Ducy P, McKee MD, Pinero GJ, Loyer E, Behringer RR, Karsenty G,
Spontaneous calcification of arteries and cartilage in mice lacking matrix GLA
protein., Nature. 1997;386: 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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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어서
growth IGF-1(CGF)
PDGF
factor
FGF
BMP-2
TGF-β46) BMP-347)
superfamily
BMP-4
BMP-7
epithelial amelogenin
amelin
factors48) (ameloblastin
, sheathlin)

BMP 발현시켜 세포증식 및 분화 촉진42)44)43)
세포분열 및 증식, 분화, 기질 생성 촉진
세포분열, 세포 이주, 혈관형성 촉진45)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의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치낭세포를 백악모세포로 분화유도
•BMP-2,4,7과 달리 치근 발달 후기까지
치근 표면 세포에서 발현(치주인대 세포에
서 발현 안 됨)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의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HERS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해 논란
; 현재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밝혀짐49)
법랑 기질 단백질(enamel matrix protein)
중 HERS에서 유일하게 발현
- HERS 유래 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


41) Kaipatur NR, Murshed M, McKee MD, Matrix Gla protein inhibition of tooth
mineralization., J. Dent. Res. 2008;87: 839-844.
42) Li H, Bartold PM, Zhang CZ, Clarkson RW, Young WG, Waters MJ, Growth

hormone and insulin-like growth factor I induce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 and 4: a mediator role in bone and tooth formation?, Endocrinology.
1998;139: 3855–3862.
43) Ikezawa K, Ohtsubo M, Norwood TH, Narayanan AS, Role of cyclin E and
cyclin E-dependent kinase in mitogenic stimulation by cementum-derived
growth factor in human fibroblasts., FASEB J. 1998;12: 1233–1239.
44) Green RJ, Usui ML, Hart CE, Ammons WF, Narayanan AS,
Immunolocolization o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A and B chains and
PDGF-alpha and beta receptors in human gingival wounds., J. Periodontal
Res. 1997;32: 209–214.
45) Murakami S, Takayama S, Ikezawa K, Shimabukuro Y, Kitamura M, Nozaki
T, Terashima A, Asano T, Okada H, Regeneration of periodontal tissues by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J. Periodontal Res. 1999;34(7): 425-30.
46) Aberg T, Wozney J, Thesleff I, Expression patterns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 in the developing mouse tooth suggest roles in morphogenesis
and cell differentiation., Dev. Dyn. 1997;210: 383–396.
47)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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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어서

PTH
PTHrP

• 백악모세포 전구세포를 백악모세포 유사
hormone
세포로 분화시키고, 무기질 침착시킴50) 51)
• 교정적 치아이동52), 치아 맹출53)에 관여
•경조직에서 중요한 TNAP는 기질 소포체
enzyme
ALP (matrix vesicle)막에 GPI-anchored54)
• 백악질 광화를 촉진(특히 AEFC)55)
• 강한 음전하를 띄어(anionic) ECM의 수
화(hydration) 유지
proteoglycan • ECM에 성장인자 저장 및 활성 조절58)
• 아교질 섬유 형성 및 광화 조절
glycoprotein
• 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에 관여
56) 57)
(백악질 발생 초기 치근 상아질 표면에서 발
laminin 현되어) 특정 세포를 치근면으로 유인, 부착
시킴
세포에서) 세포 유인, 부착, 분화
fibronectin (대부분의
를 촉진하고, 세포의 증식을 조절




48) Diekwisch TG, The developmental biology of cementum, Int. J. Dev. Biol.
2001;45(5-6): 695-706.
49) Luo W, Slavkin HC, Snead ML, Cells from Herwig’s epithelial root sheath
do not transcribe amelogenin., J. Periodont. Res. 1991;26: 42-47.
50) Ouyang H, McCauley LK, Berry JE, D’Errico JA, Strayhorn CL, Somerman

MJ, Response of immortalized murine cementoblasts/periodontal ligament cells
to parathyroid hormone and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in vitro.,
Arch. Oral Biol. 2000;45: 293–303.
51) Tenorio D, Hughes FJ, An immunohistochemical investigation of the
expression of parathyroid hormone receptors in rat cementoblasts., Arch. Oral
Biol. 1996;41: 299–305.
52) Davidovitch Z, Musich D, Doyle M, Hormonal effects on orthodontic tooth
movement in cats – a pilot study., Am. J. Orthod. 1972;62: 95–96.
53) Philbrick WM, Dreyer BE, Nakchbandi IA, Karaplis AC,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is required for tooth eruption., Proc. Natl. Acad. Sci.
U.S.A. 1998;95: 11846–11851.
54) Damek-Poprawa M, Golub E, Otis L, Harrison G, Phillips C,
Boesze-Battaglia K, Chondrocytes utilize a cholesterol dependent lipid
translocator to externalize phosphatidylserine., Biochemistry. 2006;45: 3325–
3336.
55) Beertsen W, VandenBos T, Everts V, Root development in mice lacking
functional 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 gene: inhibition of acellular
cementum formation., J. Dent. Res. 1999;78: 12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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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백악질에서 발견되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SIBLING: small integrin binding ligand N-linked glycoprotein, BSP: bone
sialoprotein, OPN: osteopontin, OCN: osteocalcin, Gla protein: γ
-carboxyglutamic acid protein, MGP: matrix Gla protein, IGF: insulin-like
growth factor,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BMP: bone morphogenetic
protein, PTH: parathyroid hormone, PTHrP: parathyroid hormone related
protein, ALP: alkaline phosphatase, ECM: extracellular matrix, GPI:
glycophosphatidyl inositol, EMI: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

3. 발생학적 특징
백악질을 형성하는 세포는 백악모세포(cementoblast)로 그 기원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관(tooth crown)이 형성된 이
후 HERS가 치근을 형성해 나갈 때, HERS의 일부가 연속성을 잃고 끊
겨, 떨어져 나간다. 이 사이로 치낭(dental follicle)에서 중간엽 세포가 이
주해 와 이들이 HERS와 EMI를 통해 백악모세포로 분화하여 백악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9) 60) 하지만, 몇 몇 이들은 HERS가 직
접 백악모세포로 변형(transformation)되어 백악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


56)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57)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58) Schonherr E, Hausser HJ, Extracellular matrix and cytokines: a
functional unit: a functional unit., Dev. Immunol. 2000;7:89-101.

59)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 -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60) Cho MI, Garant PR, Development and general structure of the periodontium.,
Periodontol. 2000. 2000;24: 9-27.

- 15 -

장하기도 한다.61) 62) 63) 어떤 것이든, HERS로 대변되는 상피세포와 치낭
세포로 대변되는 중간엽 세포간의 상호작용(EMI)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AEFC와 CIFC를 형성하는 세포의 기원이 차
이가 있느냐는 점이다. 사람이 아닌 쥐에서 한 실험으로 많은 논란이 있
지만, AEFC는 치낭에서 유래한 세포로부터 형성되고, CIFC는 골조직에
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64) 65) 66) 이는 임상적으로도 치주재생 시
재생되는 백악질은 거의 세포성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하
다.(AEFC 부위조차 CIFC로 치유되므로, 백악질은 엄밀히 재생이 아닌
회복으로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치주질환에 이환된 이후
회복이 CIFC로 일어난다는 것은, 성인 이후에 치주조직 내의 재생에 관
여하는 세포군에는 CIFC를 생성하는 것만 있으며, 부착의 측면에서 보
다 바람직한 AEFC로 회복67)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AEFC 형성 세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AEFC








61) Bosshardt DD, Nanci A, Immunolocalization of epithelial and

mesenchymal matrix constituents in association with enamel epithelial
cells., J. Histochem. Cytochem. 1998;46: 135-142.

62) Terling C, Heymann R, Rozell B, Obrink B, Wroblewski J, Dynamic
expression of E-cadherin in ameloblasts and cementoblasts in mice., Eur. J.
Oral Sci. 1998;106: 137-142.
63) Lezot F, Davideau JL, Thomas B, Sharpe P, Forest N, Berdal A, Epithelial
Dlx-2 homeogene expression and cementogenesis., J. Histochem. Cytochem.,
2000;48(2): 277-284.
64) McCulloch CAG, Nemeth E, Lowenberg B, Melcher AH, Paravascular cells in
endosteal spaces of alveolar bone contribute to periodontal ligament cell
population. Anat. Rec. 1987;219: 233-42.
65) Tenorio D, Cruchley A, Hughes FJ, Immunocytochemical investigation of the
rat cementoblast phenotype., J. Periodont. Res. 1993;28(6 pt 1): 411-419.
66)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67) Bosshardt D.D., Are cementoblasts a subpopulation of osteoblasts or a unique
phenotype?, J. Dent. Res. 2005;84(5): 3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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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IFC는 서로 어떤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
제 CIFC는 아직 AEFC가 형성되지 않은 부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68)
AEFC와 CIFC가 단순히 백악질 내 매립된 백악질 형성 세포(즉, 백악
세포)의 유무나 섬유의 기원과 같은 조직학적 차이뿐 아니라 보다 근원
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저인산
분해효소증(hypophosphatasia)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백악질
의 무형성 또는 저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연구에 의해
ALP의 일종으로 경조직에서 중요하고, 피로인산(pyrophosphate)을 가수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 TNAP(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인산분해효소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세포 밖(extracellular)의 피로인산의 농도가 높
아지는 상황이 되면 광화가 억제되는데, 백악질에서는 AEFC만 저해되
는 것으로 밝혀졌다.69) 70)
전반적인 백악질 발생 기전은 법랑질이나 상아질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먼저 백악질 형성 세포가 유기 기질을 분비하고, 여기에 광화가 일어
나게 된다. 광화에는 아교질 섬유와 기질 소포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편 조직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백악질의 형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EFC의 경우 최초 백악질 형성 세포가 외투 상아질(mantle dentin) 표
면에 유기 기질을 분비하게 된다. 유기 기질 중 아교질 섬유는 상아질


68)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69) Bruckner R, Rickles N, Porter D, Hypophosphatasia with premature shedding
of teeth and aplasia of cementum.,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62; 15:
1351–1369.
70) van den Bos T, Handoko G, Niehof A, Ryan LM, Coburn SP, Whyte MP,
Beertsen W, Cementum and dentin in hypophosphatasia., J. Dent. Res.
2005;84(11): 1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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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아교질 섬유와 얽히게 된다. 백악질 형성 세포는 치근 표면에서
유기 기질을 분비해 나가면서 이동하고, 백악질이 15-20μm 두께가 되면
백악질과 PDL의 아교질 섬유가 만나 서로 얽히게 된다. 이후부터 아교
질 섬유는 PDL에서만 분비되는데, 이런 이유로 ‘외래 섬유성’이라는 명
칭이 붙었지만, 최초 15-20μm의 섬유는 내래성이다. 섬유의 방향은 치면
에 수직이다.
CIFC의 경우 최초 형성은 분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교질 섬유의 침
착이 방향성 없이 일어난다. 점차 분비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아교질 섬
유는 조직화되면서 치면에 평행하게 배열된다. 백악질 형성 세포는 자신
이 분비한 기질에 갇히게 되고 백악세포가 된다. 한편 CMFC의 경우, 기
본적으로 CIFC가 형성되다가 치주인대 부근에서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
가 백악질에 매입되게 되는데, AEFC와 비교해 샤피 섬유의 주행 방향
은 보다 불규칙적이며, 주변으로 내래 섬유가 감싸고 있게 된다. 내래 섬
유는 보통 완전히 광화되어 있는 반면, 외래 섬유는 굵고, 치근면에 수직
이며, 불규칙하게 광화되어 있다.[그림 2-1]
AEFC와 CIFC의 경계부의 광화는 특이할 만한데, 최초 CIFC는 AEFC
가 없는 부위에서 백악질양(cementoid)를 분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다. 이후 이 백악질양이 AEFC의 광화된 백악질과 광화전선
(mineralization front)를 형성하게 되고, 이곳에서부터 광화가 일어난다.
백악질과 치근 상아질(radicular dentin)과의 접합도 기본적으로는 AEFC
와 CIFC의 경계부에서의 광화와 동일하다. 치근 상아질이 광화되기 전
에 백악질 기질이 치근 상아질 표면에 침착되기 시작한다. 이 후 치근
상아질의 내면에서부터 광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아질의 아교질 섬유
와 백악질의 아교질 섬유가 꼬이고 나서야 상아질과 백악질의 경계부,
이어서 백악질까지 광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상아질과 백악질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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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로 광화되어 단단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치주조직 재생 시 노출된 치근 상아질은 이미 광화되어 있어,
발생할 때와 같은 단단한 상아․백악질 결합을 이루기 위해 재생 과정에
서는 다른 추가적인 기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절. 백악질 재생 연구의 임상적 의의
백악질 재생은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교정치료 시 치근 외흡수(external root resorption) 예측
치근 외흡수는 교정치료의 주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한 연구71)에
의하면, 교정치료 시 1mm 미만의 경미한 치근 외흡수가 약 88%, 5mm
이상의 심한 치근 외흡수가 5% 정도로 발생한다. 이는 교정치료를 받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치근 외흡수가 발생함을 뜻
한다. 치근 외흡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상악 전치부이다.72) 심
한 치근 외흡수는 해당 치아의 동요도 증가 및 수명 감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치근 외흡수의 기전은 다음과 같다. 치아에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 압축
71) Killiany D, Root resorption caused by orthodontic treatment: An review of
literature. Semin. Orthodon. 1995;5(2): 128-133.
72) Sameshina GT, Sinclair PM, Predicting and preventing root resorption: Part
I. Diagnostic factor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1;119(5): 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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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compression zone)에서 치조골과 치주인대에 혈류가 차단되어 저산소
증(hypoxia)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치조골이 괴사되면서 초자화
(hyalinization) 되고, 개조를 위해 파골세포(osteoclast)가 초자화된 부위
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근면의 백악질도 같이 제거되어 치근 외흡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과정은 교정력에 의한 일종의 염증
반응(치주질환과 달리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균성 염증(aseptic
inflammation)이라고도 한다.)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과도한 교정력을
피하는 것이 치근 외흡수를 방지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일 것이라 생각
되지만, 동일한 교정력에 대해서도 어떤 환자는 심한 치근 외흡수가 발
생하지 않는 반면, 어떤 환자는 심한 치근 외흡수가 발생해 이를 예측하
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치근 외흡수를 예측하기 위해 교정치료 시 가해
진 교정력의 크기 뿐 아니라, 교정치료의 방법이나 사용한 기구, 치료기
간, 환자의 치근흡수 기왕력, 발치 여부 등 여러 매개변수(parameter)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졌다.73) 74) 75) 76) 하지만 아직까지 심한 치근 외흡수
를 예측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치근 외흡수의 방지에서 중요한 것은 백악질이 무균성 염증 반응으로
인해 인접한 초자화된 치조골이 파골세포(혹은 파치세포(odontoclast)라
고도 한다.)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Andreasen의 치근 표면






73) Gonzales C, Hotokezaka H, Yoshimatsu M, Yozgatian JH, Darendeliler MA,
Yoshida N, Force magnitude and duration effects on amount of tooth
movement and root resorption in the rat molar., Angle Orthodontist., 2000;78:
502-509.
74) McNab S, Battistutta D, Taverne A, Symons AL, External apical root
resorption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Angle Orthod. 2000;70(3): 227-232.
75) Mohandesan H, Ravanmehr H, Nasser V, A radiographic analysis of external
apical root resorption of maxillary incisors during active orthodontic
treatment., Eur. J. Orthod. 2007;29(2): 134-139.
76) Roberto de Freitas M, Beltrao RTS, Janson G, Henriques JFC, Chiqueto K,
Evaluation of root resorption after open bite treatment with and without
extraction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132(2): 143.e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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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치아 재식립 시 염증성 치근흡수(inflammatory root resorption)
에 대한 연구77)에 따르면, 치근 표면에서 백악질을 제거한 후 치아 재식
립을 하면 제거한 표면에서 염증성 치근흡수가 발생했다. 즉, 백악질이
염증성 치근흡수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교정
력에 환자마다 백악질 흡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분자
수준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염증반응에서 나타나는 여
러 사이토카인(cytokine) 등과 이에 대한 백악질의 반응에 대한 분자수
준의 이해는 교정치료를 할 때, 심한 치근 외흡수 발생 위험이 높은 환
자를 치료 전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2. 표면에 백악질과 치주인대를 가진 치과 임플란트의 제작
현재 치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
(dental implant)일 것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시술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
을 주는 매개변수들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시술의 성공
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지금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상실된 치아의 수복을 위한 예측 가능한 치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즉, 골유착(osseointegration)을
통해 악골에 고정되기 때문에 교합력이 작용할 때 골 자체의 변형에 준
하는 변위(1-3μm)만 가능하다. 즉, 자연치에서 교합력에 대한 완충작용
으로 일정 수준(25-40μm)의 치아변위를 허용해주는 치주인대가 없다. 결
77) Andreasen, J. 0., Analysis of topography of surface- and inflammatory root
resorption after replantation of mature permanent incisors in monkeys. Swed.
Dent. J. 1980; 4: 135-144.

- 21 -

국 자연치의 유착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치아의 생리적인 근심이동
(physiologic mesial drift)도 불가능해 장시간 사용했을 때, 음식물의 압
입(food impaction)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치주인대의 중
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고유감각수용(proprioception) 능력도 없어, 소위 씹
는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은 궁극적으로 치주인대
가 없어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치아 발생과정의 정밀한 기전을 이해하지 못해 치아를 완전히
재생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에서 표면에 백악질과 치주인대를 갖는 치과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78) 79) 80) 81) 82) 즉, 골과
유사한 조직인 백악질 역시 임플란트 표면에 유착 가능할 것이고, 이렇
게 침착된 백악질에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가 수직으로 삽입되게 만들 수
있다면, 이후의 과정은 치아 재식립과 비슷할 것이며, 현재의 치아 재이
식과 같은 수준의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측 가능한 치주조직 재생의 실현
78) Buser D, Warrer K, Karring T, Stich H, Titanium implants with a true
periodontal ligament: An alternative to osseointegrated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0;5: 113-116.
79) Warrer K, Karring T, Gotfredsen K,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around
different types of dental titanium implants. I. The self-tapping screw type
implant system., J. Periodontol. 1993;64: 29-34.
80) Takata T, Katauchi K, Akagawa Y, Nikai H, New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on a synthetic hydroxyapatite surface., Clin. Oral Implants Res.
1993;4: 130-136.
81) Takata T, Katauchi K, Akagawa Y, Nikai H, New connective tissue
attachment formation on various biomaterials implanted in roo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4;9: 77-84.
82) Choi BH,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around titanium implants using
cultured periodontal ligament cells : A pilot study.,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0;15: 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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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치주질환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비가역적(irreversible)인 질
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치료의 방향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치주조직 재생은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향이지만, 예측 가능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주
재생적인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GTR이다. (GTR의
원리를 이용해, 치과 임플란트를 골 흡수가 심한 부위에 식립하기 위해
골 조직만을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골 유도 재생술식(Guided Bone
Regeneration, GBR) 역시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
한 치주조직의 각 구성요소를 예측 가능하게 회복이 아닌 재생의 수준으
로 치유하기에는 모자라다. 이는 위에서 기술했듯, 치주조직의 발생 및
회복 기전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치주인대와
백악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치주조직의 예측 가능한 재생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4절.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 백악모세포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세포(특히 백악모세포)
가 필요한데, 백악질은 비교적 최근까지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세포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는 일차적으로 백악질은 양적으로 많은 조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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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백악질(특히 CIFC)이 과연
골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오랜 의문 때문이었다.83) 즉, 백악질과 골이
위치적인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조직이라면, 이를 형성하는 백악모세포와
조골세포도 같거나, 최소한 유사할 것이라는 의문이 있어왔다. 하지만,
여러 실험 결과들을 종합한 최근의 의견84)은 백악질은 골조직과는 명백
히 다르며, 백악모세포 역시 그 기원과 성질이 조골세포와는 다르다는
데 이르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직 백악모세포의 기원에 대
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미진한 백악질 발생 기전
에 대한 이해 및 재생에의 응용이 보다 구체화되려면 결국 분자 수준의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구에 적합한 백악모세포가 필
수적이다. 이번 절에서는 분자, 세포적 수준에서 백악질 발생 및 재생 연
구에 많이 사용되어 온 세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조직의 발생 및 재생 연구를 위한 세포의 출처85)
경조직(골,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관 배양(organ culture)이나 일차 세포(primary cell), 미분화 세포
(undifferentiated cell) 혹은 줄기 세포(stem cell), 그리고 세포주(cell
line)의 배양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표 2-2]에 정리했다.
83) MacNeil RL, Sheng N, Staryhorn C, Fisher LW, Somerman MJ, Bone
sialoprotein is localized to the root surface during cementogenesis., J. Bone.
Miner. Res. 1994;9(10): 1597-1606.
84) Bosshardt D.D., Are cementoblasts a subpopulation of osteoblasts or a unique
phenotype?, J. Dent. Res. 2005;84(5): 390-406.
85) Adele L. Boskey, Rani Roy, Cell Culture Systems for Studies of Bone and
Tooth Mineralization, Chem. Rev. 2008;108(11): 47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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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단점

organ culture

primary cell

stem cell

cell line

장 점
① 조직 및 기관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연구 가능
② 경조직 형성·개조를
표본에서 확인 가능하고,
배지(media)의 영향을 덜
받음
③ 조직의 통합적 작용을
볼 수 있어 재생 연구가
용이함
① 경조직 재생 연구에서
배양 후 재이식할 때, 면
역거부반응을 걱정하지 않
아도 됨
② 생체 내 환경을 비교적
잘 재현함
①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
② 하나의 세포로 조직,
기관까지 형성 가능
① 배양 횟수에 영향을
덜 받고,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표현형을 안정되게
나타냄
② 특정 유전적, 화학적
처리가 경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유리

단

점

① 실험 전 조직에 이미
소량의 경조직이 있으면,
경조직 형성을 도와 실험
의 신뢰성을 낮춤
① 배양이 어려움
② 동일 조건에서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음
① 채취가 어려움
②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
(배아 줄기세포)
③ 기형종(teratoma) 발생
위험성
① 생체 내 상황의 재현
어려움

[표 2-2] 경조직 연구에서 세포의 출처에 따른 장・단점
이러한 출처 가운데 현재까지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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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 것은 세포주에 의한 것이다. 다른 경조직인 골, 상아질, 법랑
질에 비해서 백악질에서 기관 배양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백악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차 세포, 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추세인데, 특히 줄기 세포에 대해
서는 추후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세포주는 약 15년 전에야
개발되었다. 세포주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불멸화를 위해 세포를
변형(transformation)시키는 과정과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백악질 형성
세포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현재 소 유래의 BCPb8 세포주와 쥐 유
래의 OCCM-30 세포주가 많이 사용되고, 사람 유래의 HCEM 세포주도
최근 개발되었다. 이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OCCM-30
D’Errico 등이 1999년에86) 쥐의 첫 번째 대구치 치근에서 백악모세포/
치주인대 세포 집단을 얻은 후, 이들을 SV-40(Simian Virus-40)을 이용
해 불멸화시켰다. (이는 SV-40 유전자에는 큰 T 항원(large T-antigen)
을 암호화하는 TAg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p53이나
Rb(retinoblastoma protein)을 암호화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에 끼어들어가(transforming) 그 작용을 교란시키기 때
문이다.)
이후 2000년에 발표한 논문87)에서는 이 TAg가 OCN promoter와 연결
86) D’Errico JA, Quyang H, Berry JE, MacNeil RL, Strayhorn C, Imperiale MJ,
Harris NL, Goldberg H, Somerman MJ, Immortalized cementoblasts and
periodontal ligament cells in culture., Bone. 1999;25(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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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전자 변형(transgenic) 쥐를 만들었다. 이 쥐의 첫 번째 대구치 치
근에서 세포들을 얻은 후, OCN을 형성하는 세포(즉, 경조직을 형성하는
백악모세포)만을 선별했다. (TAg가 OCN promoter와 연결되어 있어, 백
악모세포만 불멸화되므로, 이를 이용해 선별하였다.) OCCM 이라는 명칭
은 OCN과 백악모세포(cementoblast)에서 왔다. 이들은 실제 BSP, OPN,
OCN을 발현했고, Ⅰ형과 Ⅻ형 아교질도 발현했다. 또한 PTHⅠR(type
Ⅰ PTH/PTHrP receptor)을 발현하는 등 백악모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백악모세포 세포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백악모
세포 세포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3. BCPb8
Saito 등이 2002년에88) 소의 치배(tooth germ)에서 치낭 세포들(bovine
dental follicle cells, BDFCs)을 추출한 후, SCID(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쥐에 이식해 경조직 형성 여부를 확인했다. 치조골
조골세포들(bovine alveolar osteoblasts, BAOBs)나 치주인대 세포들
(bovine periodontal ligament cells, BPDLs)과 비교해서 BDFC는 CAP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분석법(immunohistochemical assay)을 시행했을 때,
BAOB와 BPDL보다 뚜렷한 CAP의 발현을 보였다. RT-PCR 결과에서
도 BSP, OPN, OCN, Ⅰ형 아교질을 발현함을 보여, 백악질을 형성할 수
87) D’Errico JA, Berry JE, Quyang H, Strayhorn CL, Windle JJ, Somerman MJ,
Employing a transgenic animal model to obtain cemetoblast in vitro., J.
periodontol. 2000;71(1): 63-72.
88) Handa K, Saito M, Tsunoda A, Yamauchi M, Hattori S, Sato S, Toyoda M,
Teranaka T, Narayanan AS, Progenitor cells from dental follicle are able to
form cementum matrix in vivo., Connect. Tissue Res. 2002;43: 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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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포군임을 증명했다. 이후, 2005년에89) BDFCs에 레트로 바이러스
(retrovirus)를 이용해 Bmi-1 유전자(BMI-1을 암호화, B lymphoma
Mo-MLV Insertion region 1 homolog의 약어로 CDK(cyclin-dependent
kinase)인 p16과 p19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한다. 이 중에
서 p16 발현이 저해되어 Rb가 과인산화(hyperphosphorylation) 됨으로
기능이 저해된다.)와 hHERT(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유전자를 도입해서 불멸화 시켰다. 이후 이들 세포군을 단일세포 클론으
로 나눈 후, SCID 쥐에 이식시켜서 경조직을 형성하는 세포들을 선별했
다. 이들 중 하나가 BCPb8으로 명명된 세포주이며, 이 세포주는 CAP
항체로 표지되었고, BSP, OPN, OCN, Ⅰ형 아교질을 발현하여 백악모세
포 전구세포임이 증명되었다.
BCPb8은 아직 OCCM-30보다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지만, 치
낭에서 유래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져, OCCM-30보다 덜 분화된 세포로
인정받고 있으며,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 HCEM
Kitagawa 등은 2006년에90) 사람의 발치된 치아에서 백악질 표면의 세
89) Saito M, Handa K, Kiyono T, Hattori S, Yokoi T, Tsubakimoto T, Harada
H, Noguchi T, Toyoda M, Sato S, Teranaka T, Immortalization of
Cementoblast Progenitor Cells With Bmi-1 and TERT., J. Bone Miner. Res.,
2005;20(1): 50-57.
90) Kitagawa M, Tahara H, Kitagawa S, Oka H, Kudo Y, Sato S, Ogawa I,
Miyaichi M, Takata T, Characterization of established cementoblast-like cell
lines from human cementum-lining cells in vitro and in vivo., Bone.
2006;39(5): 103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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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을 효소로 정제해 ALP 활성이 높고 광화를 하는 세포들을 추출한
후, BCPb8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게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용해
hTERT 유전자를 이 세포들에 도입시켜 불멸화된 세포주를 만들었다.
HCEM은 사람에서 유래한 백악모세포 세포주라는 점이 특징이며, 세포
군으로서 다양한 분화기(differentiation stage)를 갖는다. 뒤에서도 서술
하겠지만, 연구자들은 이들 각각의 세포들이 기존의 경조직에서 발현되
는 Ⅰ형 아교질, BSP, CEMP-1(차후에 기술), OCN, ALP, Runx-2 들을
발현하는 양상(pattern)을 수집해 일종의 표지인자와 같은 개념으로 적
용, 백악질 형성 세포를 분화기에 따라 식별하려 하고 있다.

5절. 최근까지 백악질 재생 연구의 난점(難點)
1.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의 부재(不在)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
(cementum specific marker)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생체 조절인
자에 의한 줄기세포나 전구세포의 백악모세포로의 분화나 특정부위로의
유인, 증식, 성숙, 광화와 같은 기능의 발현 등에 대한 연구가 제약을 받
게 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 백악질 내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들은 백악질
주변의 국소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아교
질성 기질 단백질들이 백악질 뿐 아니라 골 조직에서도 발견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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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까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
고, 몇 몇 단백질들이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연구
되어졌다.
우선 CAP(Cementum derived Attached Protein)이 발표되었다.91) 92) 93)
이 단백질은 Ⅰ형 아교질 유사 단백질로 세포의 부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94)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은 CGF(Cementum specific Growth
Factor)였다.95) 96) 역시 이후의 연구들97)을 통해 IGF-1(Insulin like
Growth Factor-1)와 유사한 단백질임이 밝혀졌는데, 치은 섬유모세포
(gingival fibroblast)나 치주인대 세포의 세포분열(mitosis)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백악질 특이적인가에 대해 1997년 D’Errico 등은 백
악질 특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98)






91) McAllister B, Narayanan AS, Miki Y, Page RC, Isolation of a fibroblast
attachment protein from cementum., J. Periodontal Res. 1990;25(2): 99–105.
92) Arzate H, Olson SW, Page RC, Gown AM, Narayanan AS, Production of a
monoclonal antibody to an attachment protein derived from human cementum.,
FASEB J. 1992;6: 2990-2995.
93) Olson S, Arzate H, Narayanan AS, Page RC, Cell attachment activity of
cementum proteins and mechanism of endotoxin inhibition., J. Dent. Res.
1991;70(9): 1272-1277.
94) Wu D, Ikezawa K, Parker T, Saito M, Narayanan AS, Characterization of a
collagenous cementum-derived attachment protein., J. Bone Miner. Res. 1996;
11: 686-692.
95) Yonemura K, Narayanan AS, Miki Y, Page RC, Okada H, Isol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a growth factor from human cementum., Bone
Miner. 1992;18: 187–198.
96) Yonemura K, Raines EW, Ahn NG, Narayanan AS. Mitogenic signaling
mechanisms of human cementum-derived growth factors., J. Biol. Chem.
1993:268: 26120–26126.
97) Ikezawa K, Hart CE, Williams DC, Narayanan AS, Characterization of
cementum derived growth factor as an insulin-like growth factor-I like
molecule., Connect. Tissue Res. 1997;36: 309–319.
98) D’Errico JA, MacNeil RL, Takata T, Berry J, Strayhorn C, Somerman MJ,
Expression of bone associated markers by tooth root lining cells, in situ and
in vitro., Bone. 1997;20: 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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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내 국소 미세환경 재현의 어려움
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전략 중,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이 생체 외(in
vitro)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형성한 후, 생체 내(in vivo)로 이식해 완전
한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면역적으로 이식 거부 반응(graft
reject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체 외에서 조직 재생을 할 때 환자의 세
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생체 외에서의 조직 배양과 생체 내에서의 조직 배양
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예측가능하
면서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다. 생체 내 재생과 생체 외 재생의 장·단점
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장・단점

장 점
생체 내 조직재생 완전한 조직재생 가능
생체 외 조직재생 예측 가능함

종류

단 점
예측 가능하지 않음
완전한 조직재생 어려움

[표 2-3] 생체 내/생체 외 조직 재생의 장․단점

하지만 이 전략의 전반부인 생체 외 조직 재생에서 실제 생체 내와 같
지 않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국소 미세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백악질과 치주인대의 발생 및 재생 과정에서 백악질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생체 조절인자들은 시간적(temporally), 공간적
(spatially)으로 매우 정교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환경을 재현
하는 것이 현재의 세포 배양 체계로는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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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로, 위에서 서술한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의 백악질의 반응을
보고자 하면 단순히 배양 세포에 압축력(compressive force)이나 신장력
(tensile force)을 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생체 내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다. 백악질 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백악세포는 광화된 백악질
내에 매립되어 있다. 각각의 백악세포는 소강(lacunae)이라는 공간 내에
갇혀 있고, 소관(canaliculi)을 통해 세포돌기(cellular process)를 백악질
표면 쪽으로 뻗어 종종 백악질 표면에 존재하는 백악모세포와 연결되거
나, 자신들끼리 연결한다. 비록 백악질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지만, 백악
세포는 이런 구조를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치주인대로부터
확산(diffusion)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한다. 골세포(osteocyte)와
같이 각 골세포끼리 합포체(syncytium)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골세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골 조직과 같이 광화된
백악질 기질과 백악세포 사이에는 매우 좁은 공간(pericementocytic
space)이 있어, 이 공간으로 유체(fluid)가 존재한다. 즉, 백악세포는 외부
의 기계적인 압력을 이 유체의 흐름으로 변환해서 인지하게 된다. Owan
등은 1997년 실험을 통해 골모세포가 압축력이나 신장력 같은 기계적 압
력보다 유체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였다.99) 이는 백악세포에
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세포 배양을 할 때, 유체 흐름을
가하는 세포 배양 체계가 현재 개발되기는 했지만, 백악세포에 가해지는
것과 유사한 유체의 흐름을 가하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

99) Owan I, Burr DB, Turner CH, Qiu J, Tu Y, Onyia JE, Duncan RL,
Mechanotransduction in bone: osteoblasts are more responsive to fluid forces
than mechanical strain. Am. J. Physiol. 1997;273(3 pt 1): C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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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최근의 백악질 재생 연구와 조직공학
위와 같은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서의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의 큰 흐름인 조
직공학(tissue engineering)의 관점에서 백악질 재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공학은 세포, 생체 조절인자, 지지체(scaffold)의 3 요소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생체조직을 만들어내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학문으로
공학, 재료학, 의학, 생물학의 다양한 지식이 융합되어야 한다.100) 이번
절에서는 백악질 재생에 대한 최근 연구를 세포, 생체조절인자, 지지체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의 세포적 측면
최근의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세포는 줄기세포이
다. 줄기세포는 전구세포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구세포(progenitor cell)보
다 분화가 덜 되어 있고, 재생 능력(regeneration capacity)가 더 높다.
사람의 경우 간(liver)이나 골의 세포는 배아 발생(embryonic
development) 과정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재생 능력이 좋다. 따라서
이들 조직의 경우 치유는 거의 재생의 수준으로 일어나는 반면, 신경세
포(neuron)나 심근세포(cardiac myocyte) 등은 소위 영구 세포
(permanent cell)로서 분화가 완료된 상태로 개체가 죽을 때까지 기능한
다. 따라서 이들 조직에서의 치유는 항상 회복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여
100) Langer RS, Vacanti JP, Tissue engineering: the challenges ahead., Sci. Am.
1999;280(4):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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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들 조직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분화되지 않은 상
태의 세포가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McKay 등의 연
구101)에 의하면 뇌와 같이 기존에 줄기세포가 없다고 여겨진 조직에서
줄기세포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조직에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줄기세포는 전형성능(totipotency)이나 다형성능(pluripotency)을 갖는데,
이로 인해 최근 조직재생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나의 세포
로 다양한 조직을 재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주조직
재생 연구에서도 줄기세포는 각광받고 있다. 특히 치주조직의 각 구성
요소가 치은 상피를 제외하고 모두 외배엽 유래 중간엽 세포
(ectomesenchymal cell)로부터 분화102)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치주조직 재생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줄기 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체 줄기세
포(adult stem cell)로 나눌 수 있다. 배아 줄기세포는 한 개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들의 어머니로 이론적으로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형
성능을 갖는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가 된 줄기세포로
다형성능을 갖고, 분화의 계열(lineage)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원래
이들이 있던 부위에 이식했을 때, 특정 장기나 조직으로만 분화가능하
다.(site-specific differentiation). 재생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배아 줄
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보다 유리하나 기형종(teratoma)의 발생 가능성
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표 2-4]
101) McKay R, Stem cell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Science. 1997; 276:
66-71.
102)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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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단점

장

점

전형성능 가짐
배아 줄기세포 ①
② 자기증식능이 우수
① 위치 특이적(site-specific)
으로 분화
② 역분화(reprogrammed
성체 줄기세포 differentiation)나 변환분화
(trans-differentiation) 같은
후생적 유동성(epigenetic
plasticity) 가짐

단

점

① 체내 이식 시 기형종
(teratoma) 발생 가능성
② 연구 윤리의 장벽
① 생체 외 배양에서 분화능
쉽게 소실
② 채취 가능한 양이 적음

[표 2-4]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장․단점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면, 치아 및 치주조직 재생에는 성체줄기
세포가 더 안전하고 연구의 제약이 적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치과 영역에서는 구강 내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찾아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재생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와 같은 구강 내의 성체
줄기세포를 치아 줄기세포(dental stem cell)라고 하며, 최근까지 발견된
치아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우선 치주인대 유래 줄기세포(PDL Stem Cell, PDLSC)이다. 기존의 연
구들에서 치주인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엽 세포들이 있음이 밝혀졌었
다. 이 중에서 어떤 세포군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뿐 아니라, 조골세포와
백악모세포로도 분화 가능해 재생 및 회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
었다. 최근 중간엽 유래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의 표지
자인 STRO-1과 CD 146/MUC 18로 표지되는 세포가 치주인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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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다.103) 이들은 배양 조건에 따라 백악모세포 유사 세포
(cementoblast-like cell)와 지방세포(adipocyte)로 분화되었다.
치아의 발생 과정에서 치수(pulp)는 상아질과 함께 치유두(dental
papilla)에서 분화된다. 치아 수복학 분야에서의 관심은 치아 우식증, 외
상 등에 의해 손상된 상아질과 치수를 재생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치수
내의 줄기세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Gronthos 등이 성인
영구치 치수에서 역시 STRO-1에 표지되는 세포인 치수 유래 줄기세포
(Dental Pulp Stem Cell, DPSC)를 추출해 냈다.104) (다른 중간엽 유래
줄기세포와 구별하기 위해 DPSC에 대한 표지인자로 이후에 CD34,
flk-1, c-kit 등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 DPSC를 지지체로 HA /
TCP(Tri-Calcium Phosphate)를 사용해 면역 억제된 쥐에 이식했을 때,
상아질·치수 유사 구조를 생성해냈다. DPSC를 다른 지지대와 생체조절
인자를 가했을 때, 어떤 구조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
다.105) 106) 107) 108) 109) 110) 이들 모두에서 DPSC는 경조직을 생성해 내었










103) Seo BM, Miura M, Gronthos S, Bartold PM, Batouli S, Brahim J, Young M,
Robey PG, Wang CY, Shi S, Investigation of multipotent postnatal stem cells
from human periodontal ligament., Lancet 2004;364(9429): 149-55.
104) Gronthos S, Mankani M, Brahim J, Robey PG, Shi S, Postnatal human
dental pulp stem cells (DPSCs) in vitro and in vivo., Proc. Natl. Acad. Sci.,
2000;97(25): 13625-30.
105) Papaccio G, Graziano A, d’Aquino R, Graziano MF, Pirozzi G, Menditti D,
De Rosa A, Carinci F, Laino G, Long-term cryopreservation of dental pulp
stem cells (SBP-DPSCs) and their differentiated osteoblasts: a cell source for
tissue repair., J. Cell Phy. 2006;208(2): 319-25.
106) Yang X, Walboomers XF, van den Beucken JJ, Bian Z, Fan M, Jansen JA,
Hard tissue formation of STRO-1-selected rat dental pulp stem cells in vivo.,
Tissue Eng. Part A. 2009;15(2): 367-75.
107) El-Backly RM, Massoud AG, El-Badry AM, Sherif RA, Marei MK,
Regeneration of dentine/pulp-like tissue using a dental pulp stem
cell/poly(lactic-co-glycolic) acid scaffold construct in New Zealand white
rabbits., Aust. Endod. J. 2008;34(2): 52-67.
108) Iohara K, Nakashima M, Ito M, Ishikawa M, Nakasima A, Akamine A,
Dentin regeneration by dental pulp stem cell therapy with recombinant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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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d’Aquino 등의 연구는 사람에서 하악 제 3 대구치를 발치한 후
발생한 하악골 결손부를 수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치수 내
에서 다른 표지인자로 표지되는 줄기세포가 추출되었는데, 이들은 신경
과 혈관 등을 생성했다.111)
또한 제 3 대구치나 치근이 폐쇄되지 않은 유치, 영구치의 치근단부인
치유두에도 줄기세포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Ikeda 등은 2006년, 치
유두에서 치유두 유래 줄기세포(Dental Papilla Stem Cell, DPPSC)를 추
출해냈다.112) 또한 치주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치낭에도 줄기
세포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고, 제 3 대구치의 치배(tooth germ)로부터
치낭 유래 줄기세포(Dental Follicle Stem Cell, DFSC)가 추출되었다.113)
이들 논문에서 DPPSC나 DFSC는 모두 골형성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들 치아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 계열이 결정되어 있지만, 배양
조건을 달리 하면, 경조직 외의 다른 조직(예를 들어, 연골조직, 지방조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J. Dent. Res. 2004;83(8): 590-5.
109) d’Aquino R, Rosa AD, Lanza V, Tirino V, Laino L, Graziano A, Desiderio
V, Laino G, Papaccio G, Human mandible bone defect repair by the grafting
of dental pulp stem/progenitor cells and collagen sponge biocomplexes. Eur.
Cells Mater. 2009;l2: 75-83.
110) Kenji I, Yoichi Y, Sayaka N, Minoru U, Osteogenic potential of effective
bone engineering using dental pulp stem cells, bone marrow stem cells, and
periodteal cells for osst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11;26(5): 947-54.
111) Nakashima M, Iohara K, Sugiyama M, Human dental pulp stem cells with
highly angiogenic and neurogenic potential for possible use in pulp
regeneration., Cytokine Growth Factor Rev. 2009;20(5-6): 435-440.
112) Ikeda E, Hirose M, Kotobuki N, Shimaoka H, Tadokoro M, Maeda M,
Yoshiko H, Tadaaki K, Hajime O,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dental
papilla mesenchymal cells., Biochem. Biophy. Res. Commun. 2006;342(4):
1257-62.
113) Morsczeck C, Gotz W, Schierholz J, Zeilhofer F, Kuhn U, Mohl C, Sippel C,
Hoffmann KH, Isolation of precursor cells (PCs) from human dental follicle of
wisdom teeth., Matrix Biol. 2005;24(2): 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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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신경조직, 혈관조직 등)으로 분화가 가능하다.114) 115) 116)
치아 줄기세포는 비교적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발치된 치아(특히 매복된
제 3 대구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치아나 치주조직 같은 구
강 내 조직이 아닌, 신체 다른 부위의 조직 재생 연구에 치아 줄기세포
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치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더 관심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에서 생체 조절인자의 측면
최근의 조직 재생 연구의 한 축은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조절되는 생체
조절인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각을 맞추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치주조직과 같이 매우 좁은 공간 내에 비록 발생학적인 기원
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 조각
맞추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생체 조절인자가 시간적, 공
간적, 양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개체의 재생 능력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
다. Chen 등의 2010년 review 논문117)에서도 소개된 내재성 재생 치료
114) Jo YY, Lee HJ, Kook SY, Choung HW, Park JY, Chung JH, Choung YH,
Kim ES, Yang HC, Choung PH,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stnatal
stem cells from human dental tissues., Tissue Eng. 2007;13(4):767-73.
115) Zhang W, Walboomers XF, Shi S, Fan M, Jansen, JA, Multilineage
differentiation potential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dental pulp after
cryopreservation., Tissue Eng. 2006;12(10): 2813-23.
116) d’Aquino R, Graziano A, Sampaolesi M, Laino G, Pirozzi G, De Rosa A,
Papaccio G, Human postnatal dental pulp cells co-differentiate into osteoblasts
and endotheliocytes: a pivotal synergy leading to adult bone tissue formation.
Cell Death Differ. 2007;14(6): 1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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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regenerative therapy, ERT)가 그것인데, 이 논문에서 ERT
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생체 조절인자로 법랑 기질 추출물
(enamel matrix derivatives, EMD)인 emdogain이나, PRP(platelet rich
plasma), 그리고 사람의 PDGF, FGF, BMP, IGF 등과 같은 성장인자들
을 예로 들고 있다.(성장인자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recombinant)을 이용, 대량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은 임상적으로도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생체 조절 인자는 결론 및 전망에서 다루고,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
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각각의 생체 조절인자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생체의 내재적인 재생 능력을 뛰어 넘는 재생도 가능하다
는 점이다. 하지만 생체 외 배양의 한계로 인해, 전체 생체 조절인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그 효과가 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 중에서 위에
서 살펴본, 그 기능에 대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뤄진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 외에 최근 치주조직, 특히 골(과 유사한 백악질) 재생에 있어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연구의 한 방향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를 찾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백악질 특이 표
지인자를 찾기 보다는 실제 백악질을 형성하는 세포에서 나타나는 Ⅰ형
아교질, BSP, CEMP-1, OCN, ALP, Runx-2의 발현 양상을 통해서 백악
모세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118)이다.(이 연구는
117) Chen FM, Zhang J, Zhang M, An Y, Chen F, Wu ZF, A review on
endogenous regenerative technology in periodontal regenerative therapy.,
Biomaterials. 2010;31: 7892-7927.
118) Kitagawa M, Tahara H, Kitagawa S, Oka H, Kudo Y, Sato S, Ogaw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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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질 특이 표지 인자를 통해 백악질 형성 세포를 식별하겠다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연구를 위해 불멸화하기는 했으나, 증식, 분화, 광화 등의
과정에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다양한 분화기의 백악질 형성 세포군을
확보하고, 이들이 경조직 표지인자인 Ⅰ형 아교질, BSP, CEMP-1, OCN,
ALP, Runx-2를 발현하는 양상을 수집한 후, 차후의 연구에서 백악질
형성 세포가 어느 분화기의 것인지를 판별하려 했다.)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에 대한 연구의 다른 한 방향은 새로운 백악질 특
이 표지인자를 찾는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 후보
로 CEMP-1(CP-23)이 있다.119) CEMP-1은 치주인대의 특정 세포군과
백악모세포에서 발현되는데, 아직까지 백악질 특이 단백질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다만, Paula-Silva 등의 2010년 연구120)에 의하면, 이 단백질은
새로 형성되는 백악질양(cementoid) 조직에서 발현된다. 또한 그 기능에
대해서 동일 연구에서 화학적 유인물(chemoattractant)로서 광화를 촉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골형성(osteogenic) 세포
가 아닌 세포를 분화시켜 광화를 유도121)했으며, OCP(octacalcium
phosphate)의 핵형성(nucleation)을 촉진122)시키기도 했다.
Miyaichi M, Takata T, Characterization of established cementoblast-like cell
lines from human cementum-lining cells in vitro and in vivo., Bone.
2006;39(5): 1035–1042.
119) Alvarez-Perez, M.A., Narayanan, S., Zeichner-David, M., Rodriguez
Carmona, B., Arzate, H., Molecular cloning, expression and immunolocalization
of a novel human cementum-derived protein (CP-23)., Bone 2006;38: 409-419.
120) Paula-Silva FW, Ghosh A, Arzate H, Kapila S, da Silva LA, Kapila YL,
Calcium hydroxide promotes cementogenesis and induces cementoblastic
differentiation of mesenchymal periodontal ligament cells in a CEMP1- and
ERK-dependent manner., Calcif. Tissue Int. 2010;87: 144–157.
121) Carmona-Rodriguez B., Alvarez-Perez M.A., Narayanan A.S.,
Zeichner-David M., Reyes-Gasga J., Molina-Guarneros J., Garcia-Hernandez
A.L., Suarez-Franco J.L., Chavarria I.G., Villarreal-Ramirez E., Arzate H.,
Human cementum protein 1 induces expression of bone and cementum
proteins by human gingival fibroblasts.,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7;358: 76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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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생체 조절인자로 위에서 언급한 피로인산
이 있다. 피로인산은 Fleisch 등에 의해 골에서 HA의 침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23) 특히 세포 밖의 피로인산 농도가 중요한 것으
로 이해되어 왔는데, 백악질 발달과 세포 밖의 피로인산의 농도 간 연결
고리가 저인산분해효소증이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세포
밖의 피로인산 농도가 높아지는 저인산분해효소증 같은 경우 피로인산을
무기인산(inorganic phosphate)으로 분해하는 TNAP라는 효소가 결손되
어 발생한다. 그런데 저인산분해효소증을 앓는 환자의 경우 백악질의 표
현형이 정상과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백악질 무형성(aplasia)이나 저
형성(hypoplasia)이 관찰되었다.)124) 125) 그런데, 토끼에서 세포 밖의 피
로인산 농도가 높아지면, AEFC의 형성이 억제되지만, CIFC는 영향 받
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백악질 발생 및 재생 연구에서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126)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효소로 TNAP 외에
ANK(progressive ankylosis protein)127)와 NPP-1(ectonucletide
pyrophosphatase phosphodiesterase 1) 또는 CP-1128) 역시 최근 많이 연


122) Villarreal-Ramirez E, Moreno A, Mas-Oliva J, Chavez-Pacheco JL,
Narayanan AS, Gil-Chavarria I, Zeichner-David M, Arzate H,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human cementum protein 1 (hrCEMP1): primary role in
biomineralizatio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9;384(1): 49-54.
123) Fleisch H, S Bisaz, Mechanism of calcification: inhibitory role of
pyrophosphate. Nature. 1962;195: 911.
124) van den Bos T, Handoko G, Niehof A, Ryan LM, Coburn SP, Whyte MP,
Beertsen W, Cementum and dentin in hypophosphatasia., J. Dent. Res.
2005;84(11): 1021–1025.
125) Whyte MP, Hypophosphatasia and the role of alkaline phosphatase in
skeletal mineralization., Endocr. Rev. 1994;15: 439–461.
126) Groeneveld MC, Everts V, Beertsen W,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in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gingiva of the rat molar: its relation to cementum
formation., J. Dent. Res. 1995;74: 1374-1381.
127) Ho AM, Johnson MD, Kingsley DM, Role of the mouse ank gene in control
of tissue calcification and arthritis., Science 2000;289: 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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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지고 있다. 이들 세 가지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표 2-5]에 정
리하였다.
이름

기능

기
능
e  → e  
e[  ] ↓
i → e
e[  ] ↑
e  → e  + e 
e[  ] ↑

TNAP







ANK







NPP-1



결 손 질 환
hypophosphatasia
craniomethphyseal dysplasia
chondrocalcinosis
vascular calcification

[표 2-5]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과
결손시 발생질환 (e: extracellular, i: intracellular,


NTP: nucleoside triphosphate, NMP: nucleoside monophosphate)

여기서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은 칼슘 이온( )과 함께 HA의 기질인
무기인산( ) 농도의 세포 밖에서의 증가가 백악질의 형성을 촉진한
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포 밖 피로
인산 농도의 저하가 백악질 형성 촉진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피로인산의 유사체인 HEBP(1-hydroxyethylidene-1, 1-bisphosphonate)
을 이용한 연구에서 HEBP를 전신적으로 처리했을 때, 골이나 CIFC는
형성되었으나, 광화되지는 않았고, AEFC는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129)





128) Johnson KA, Hessle L, Vaingankar S, Wennberg C, Mauro S, Narisawa S,
Goding JW, Sano K, Millan JL, Terkeltaub R, Osteoblast tissue-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 antagonizes and regulates PC-1.,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00;279: R1365-77.
129) Jayawardena CK, Takahashi N, Watanabae E, Takano Y, On the origin of
intrinsic matrix of 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studies on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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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EBP는 TNAP 등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으로 피로인산의
세포 밖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세포 밖 피로인산은 정상적으로 조절되어 세포 외 무기인산의 농
도는 정상일 것이지만, 골, CIFC, AEFC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세포 밖 무기인산의 농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HEBP가 AEFC의 형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골조직과 CIFC도 광
화를 억제한 것으로 보아 세포 밖 피로인산과는 달리 조골세포나 CIFC
를 형성하는 백악모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기질 Gla 단백질(MGP, matrix Gla
protein)이 골과 치아에서 이소 발현(ectopic expression)되었을 때와 같
은 결과132)로서 MGP의 지금까지 밝혀진 기능이 광화의 억제인 점으로
봤을 때, 세포 밖 피로인산(또는 HEBP)도 이와 비슷한 기능(즉, 광화의
억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로인산의 AEFC의 형성에서의 기능에 대한 또다른 흥미로운 연구133)
는 저인산분해효소증의 쥐(즉, TNAP 유전자 결손 쥐,    )에


130)  131)

 

cementum pearls of normal and bisphosphonate-affected guinea pig molars.,
Eur. J. Oral Sci. 2002;110: 261–269.
130) Beertsen W, Niehof A, Everts V, Effects of 1-hydroxyethylidene-1, 1bisphosphonate (HEBP) on the formation of dentin and the periodontal
attachment apparatus in the mouse. Am. J. Anat. 1985;174: 83-103.
131) Alatli-Kut I, Hultenby K, Hammarstrom L, Disturbances of cementum
formation
induced
by
single
injection
of
1-hydroxyethylidene-1,1-bisphosphonate (HEBP) in rats: light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tudies., Scand. J. Dent. Res. 1994;102: 260–268.
132) Kaipatur NR, Murshed M, McKee MD, Matrix Gla protein inhibition of
tooth mineralization., J. Dent. Res. 2008;87: 839-844.
133) Anderson HC, Harmey D, Camacho NP, Garimella R, Sipe JB, Tague S, Bi
X, Jhonson K, Terkeltaub R, Millan JL, Sustained osteomalacia of long bones
despite major improvement in other hypophosphatasia-related mineral deficits
in 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nucleotide pyrophosphatase
phosphodiesterase 1 double-deficient mice., Am. J. Pathol. 2005;166: 1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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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1 유전자를 결손시켜 이중 유전자 제거(double knock-out)시킨 쥐
([       ])를 만들었을 때, 저인산분해효소증이 위치 특
이적(site-specific)으로 나타남을 보인 연구이다. 즉, 두개관(calvarium)
이나 척추(vertebrae)의 경우 [       ]에서 저인산분해효
소증이 해소되었으나, 장골(long bone)에서는 저인산분해효소증이 해소
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에서 특이할만한 결과는 NPP-1 유전자 결손
쥐(    )에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NPP-1이 결
손되면,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가 감소해 과광화(hypermineralization)
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두개관이나 척추에만 적용되었고, 장
골의 경우는 야생형(wild-type)보다도 저광화(hypomineralization) 되었
다. 이는 NPP-1의 경우 위치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134) 즉, 장골에서 NPP-1은 더 약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 더해 무기인산과 피로인산 간의 비(ratio)가 OPN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들도 있다.135) 136) 137)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조직은 무기인산과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비에 매우 정교하게 OPN 같은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발현을


 

 

 

 





134) Ellis E. Golub, Kathleen Boesze-Battaglia, The role of alkaline phosphatase
in mineralization., Current Opinion. in Orthopaedics 2007;18: 444–448.
135) Addison WN, Azari F, Sørensen ES, Kaartinen MT, McKee MD,
Pyrophosphate inhibits mineralization of osteoblast cultures by binding to
mineral, upregulating osteopontin and inhibitin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J. Biol. Chem. 2007; 282: 15872-15883.
136) Harmey D, Johnson KA, Zelken J, Camacho NP, Hoylaerts MF, Noda

M, Terkeltaub R, Millan JL, Elevated skeletal osteopontin levels contribute
to the hypophosphatasia phenotype in Akp2(/) mice., J. Bone Miner. Res.
2006;21: 1377–1386.

137) Foster BL, Nociti FH Jr, Swanson EC, Matsa-Dunn D, Berry JE, Cupp CJ,
Zhang P, Somerman MJ, Regulation of cementoblast gene expression by
inorganic phosphate in vitro., Calcif. Tissue Int. 2006; 78: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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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한다. 이로 인해 경조직 형성 및 광화가 조절되며, 경조직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 무기인산과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비를 조절하는 효소들
(TNAP, ANK, NPP-1 등)의 발현이 차이나, 위치 특이적으로 형성 및
광화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EFC는 다른 조직에 비해 세
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발견들은 추후의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골 조직의 연구에서 생체 조절인자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분자들은 Hdac(histone deaceylase) inhibitor과 HIF(hypoxia
inducible factor)이다. 이 두 인자들은 아직까지 주로 골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백악질(특히 CIFC)이 골과 유사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들
의 백악질 재생에 활용될 가능성은 크다.
먼저 Hdac은 세포 핵 내에서 DNA를 묶는 히스톤(histone)을 탈아세틸
화(deacetylation) 시킨다. 일반적으로 히스톤은 생리적 pH에서 양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이 많아, DNA 골격 바깥층의 음전하를 띄는 인산기와 정
전기적인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 히스톤에 음전하인 아세틸기
(  )를 결합시기게 되면, 히스톤의 양전하가 약해져 DNA와의 결
합이 느슨해진다. 결과적으로 히스톤에 묶여 있던 DNA가 노출되어 전
사(transcription)가 활성화된다. 즉, Hdac은 일반적으로 전사를 억제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이런 Hdac을 억제하는 Hdac inhibitor는 거
꾸로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세
포에 Hdac inhibitor를 처리했을 때,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켜 골
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8) 139) 140) 이런 연구들을 종합








138) Cho HH, Park HT, Kim YJ, Bae YC, Suh KT, Jung JS, Induction of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by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s., J. Cell Biochem. 2005 Oct 15;96(3): 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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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백악질의 재생에 있어서도 생체 조절인자로서 가능성을 보이
고 있다.
다음으로 HIF는 일종의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로서 저산소증
(hypoxia) 상태에서 발현된다.141) 일반적으로 골 조직은 많은 혈류가 공
급되는 매우 역동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골 조직
에서는 혈류를 더 늘려 산소 공급을 보상하기 위해 신생 혈관형성
(angiogenesis)을 지시한다. HIF가 골 조직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혈관 신생형성과 신생 골형성(osteogenesis)을 연결시켜 준다는 점이
다.142) 143) 144) 즉, 이전부터 정상적인 골 신생형성을 위해서는 혈류 공급
을 원활하게 해 줘 허혈(ischemia)과 저산소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널
리 알려져 있었다. HIF는 이런 생각을 분자적 수준에서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HIF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항상 발현이 된다. 그러나 산소 농
도 5% 이상인 경우, 유비퀴틴-프로테아좀(ubiquitin-proteasome) 체계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러나 산소 농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분해가 억제
되어 작용하게 된다.145) 산소가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139) Xu Y, Hammehibition of histone derick KE, James AW, Carre AL, Leucht
P, Giaccia AJ, Longaker MT, Inacetylase activity in reduced oxygen
environment enhances the osteogenesis of mouse adipose-derived stromal
cells., Tissue Eng. Part A. 2009;15(12): 3697-707.
140) Schroeder TM, Westendorf JJ,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s promote
osteoblast maturation, J. Bone Miner. Res. 2005;20(12): 2254-63.
141) Wang GL, Semenza GL, Characterization of hypoxia-inducible factor 1 and
regulation of DNA binding activity by hypoxia., J. Biol. Chem. 1993;268: 21513
–21518.
142) Coolbaugh CC, Effects of reduced blood supply on bone., Am. J. Physiol.,
1952;169: 26–33.
143) Trueta J, Buhr AJ, The vascular contribution to osteogenesis. V. The
vasculature supplying the epiphysial cartilage in rachitic rats., J. Bone Joint
Surg. Br. 1963;45: 572–581.
144) Trueta J, Amato VP, The vascular contribution to osteogenesis. III. Changes
in the growth cartilage caused by experimentally induced ischaemia., J. Bone
Joint Surg. Br. 1960;42-B: 571-87.
145) Pouyssegur J, Dayan F, Mazure NM, Hypoxia signalling in canc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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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HIF가 작용하는 유전자는 매우 광범위하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100여개가 된다고도 한다.146) 이 중에서 골
신생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이다. VEGF는 골을 포함, 대부분의 조직에서
혈관 신생성에 관여하는 성장 인자이다. 연골성 골 형성(endochondral
bone formation)은 골 형성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연골성 뼈대
(analgen)로부터 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신생 혈관생성과 신생 골형성의
연결을 잘 보여준다.147) 연골세포는 중간엽 세포가 덩어리진 지역에서
분화, 증식되는데, 처음에는 혈관이 없어 점차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HIF와 VEGF가 발현되어, 혈관이 침투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 파골세포 전구체와 조골세포 전구체가 이주해 와서 파골세
포는 뼈대를 이루는 연골을 제거하고, 조골세포는 연골이 있던 자리에
골화(ossification)를 일으키게 된다.
HIF를 백악질 재생에 활용하는데 있어 한 가지 의문사항은 백악질은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백악질 내의 비아교질성 기
질 단백질 중에 VEGF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하지만, 위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백악질은 인접한 치주인대 부근의 혈관으로부터 영
양을 공급받으며, CIFC를 발생하는 세포 또한 치조골의 골내막
(endosteal)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 HIF에 의한 신생 혈관생성의 유
도는 백악질 재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정치료 시 치
근 외흡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HIF를 이용한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
approaches to enforce tumour regression., Nature. 2006;441: 437–443.
146) Semenza GL, Targeting HIF-1 for cancer therapy., Nat. Rev. Cancer. 2003;
3(10): 721–732.
147) Riddle RC, Khatri R, Schipani E, Clemens TL, Role of hypoxia-inducible
factor-1α in angiogenic–osteogenic coupling., J. Mol. Med.(Berl). 2009;87(6):
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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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데, 압축 부위에서 치조골과 치주인대에 저산소증으로 인해 괴
사(즉, 초자화)가 일어난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파골세포 전구세포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생 혈관형성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HIF
는 저산소증 상황을 분자적으로 재현해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 백악질의
반응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에서 지지체의 측면
조직 공학의 3 요소 중 마지막인 지지체는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치주조직의 재생에 있어서도, ECM은 단순히 조직의 뼈대 및 성장
인자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의 저장고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특정 세포
의 유인, 부착, 분화, 기능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
고 있다. 즉, 치주조직의 치유 과정에서 세포가 동일 신호(signal)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ECM이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치유가 재생으로
일어날 것인지, 회복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148)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ECM에 의한 세포가 반응하는 세포·분자적 기전
은 다음과 같다. 세포는 인테그린(integrin) 단백질을 그 표면에 발현하
는데, 이 인테그린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발현되는 인테그린의 종류에
따라 아교질 섬유와 같은 ECM의 구조물과 선택적으로(selectively) 결합
한다. 이렇게 ECM의 구조물과 결합한 세포는 그 구조물의 3차원적 형
태에 따라 세포 내 골격(cytoskeleton)을 변화시키고, 세포 내 골격의 변
화는 다시 세포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48)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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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공학에서 주로 지지체로서 모방하려는 것은 아교질 섬유나 탄력
섬유(elastin fiber), 그리고 단백당(proteoglycan)과 같은 섬유 형태의 고
분자이다. ECM에서 이들과 세포간의 관계를 [그림 2-2]에 나타냈다.
조직 공학으로 만드는 섬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생분해 가능(biodegradable)해야 한다. 둘째, 세포가 부착하고 이주할 수
있어야 하며, 군락을 이루는 것(colonization)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세
포의 증식, 분화 및 기능 발현을 위한 생체 조절인자나 영양분을 머금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흡수 및 방출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그 자체로 세포의 생활력을 유지하고, 증식을 유도하는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149)
위와 같은 성질들을 갖는 지지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CM 내
의 고분자 섬유들을 최대한 모방하는 것이다. 아교질 섬유의 경우, 한 개
체 내에서도 기관과 조직에 따라서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일반적으
로 소섬유(fibril)가 밧줄(cord) 형태로 꼬이거나 테이프(tape) 모양으로
얽히게 되는데, 이런 아교질 섬유는 1-20μm 정도의 폭을 가지며, 이들을
이루는 소섬유는 원기둥 형태로 10-500nm의 직경을 갖는다.15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크기가 나노 단위(nano-scale)란 점이다. 따라
서 지지체로서의 나노 단위 섬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오랜 시간 연
구되었다. 나노 단위의 섬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보고되
었는데, 상 분리(phase separation) 방법과 나노섬유 자가조립(nanofiber
self-assembly) 방법, 마지막으로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이 그것이
다.151)
149) Thomson RC, Wake MC, Yaszemski MJ, Mikos AG, Biodegradable polymer
scaffolds to regenerate organs., Adv. Polym. Sci. 1995;122: 245-274.
150) Ushiki T, Collagen fibers, reticular fibers and elastic fibe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rom a morphological viewpoint., Arch. Histol. Cytol. 2002;65(2):
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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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전기방사법은 마이크로 단위(micro-scale)와 나노 단위의 섬
유를 모두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과, 섬유 가닥과 섬유
가닥 사이가 접합되지 않은 채로 섬유 그물(fiber mesh)을 만들 수 있어
최근 들어 조직 공학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2) Hong과 Madihaly는
2011년 review 논문에서 전기방사법을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2005년
이전에는 1년에 50편이 안되던 논문 수가 2005년 이후로 200편 이상으
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153)
전기방사법의 원리는 폴리머를 용매에 녹인 후 이를 주사 바늘 같이 가
는 관(needle tip)을 통해 회전하는 모집기(collector)에 주사하는데,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에는 고전압(high voltage)을 건다.[그림 2-3] 주사된
용액은 매우 가는 선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용매는 증발하
면서 폴리머만 남게 되고, 폴리머는 나노섬유 그물(nanofiber mesh) 형
태로 모집기에 모이게 된다.
ECM 섬유를 모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섬유의 직경과 섬유가 형성
하는 구멍(pore)의 크기, 그리고 섬유 표면의 형태(topography), 섬유들
의 3차원적인 구성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이다. 그리고 이들을 주사 바늘
의 직경과 주사하는 속도,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전압, 마지막으로 폴리머와 용매의 종류, 용액의
점도(viscosity)와 전도도(conductivity), 그리고 주사 방법, 주사할 때의
온도와 습도 등의 여러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조절하게 된다.
아직 이들 매개변수와 섬유의 직경 사이에 적용되는 정확한 방정식은
151) Vasita R, Katti DS, Nanofibers and their applications in tissue engineering.,
Int. J. Nanomed. 2006;1(1): 15-30.
152) Kumbar SG, James R, Nukavarapu SP, Laurencin CT, Electrospun nanofiber
scaffolds: engineering soft tissues., Biomed. Mater. 2008;3(3); 034002.
153) Hong JK, Madihally SV, Next generation of electrosprayed fibers for tissue
regeneration, Tissue Eng Part B Rev. 2011;17(2): 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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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왜냐하면 폴리머와 용매의 조합에 따라서 방정식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154) 155)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다. 즉, 동일한 폴리머 용매 조
건에서 주사되는 폴리머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섬유의 직경은 감소하
는데, 예를 들어,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전압이 높아지거나, 거리가
증가하면 섬유의 직경은 감소한다. 또한 폴리머의 농도나 용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섬유의 직경은 증가하게 된다. 섬유의 직경을 정하기 위한 정
확한 방정식이 없어, 그 조건을 정하는데 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전기 방사법으로 만들어진 나노 섬유 그물이 조직 재생 연구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나노섬유 그물은
조직 재생 연구에서 세포 배양을 위한 기질 모방체, 특정 생체 조절인자
나 약물을 국소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전달하기 위한 저장체(특히 약물
전달의 경우 DDS, drug delivery system이라 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
다.)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세포 배양을 위한 기질 모방체를 전기방사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
문제는 섬유의 직경과 섬유의 구멍의 크기를 ECM 섬유같이 적절히 재
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세포들은 실제 3차원적으로 ECM 섬유
그물에 구멍 크기에 따라서 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만들어진 나노섬유
그물은 구멍의 크기가 너무 크면 세포가 3차원적으로 펴진 형태로 부착
하는 것이 힘들고, 구멍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세포가 나노섬유 그물의
심층(deep layer)까지 침투(infiltration)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적절한
섬유 구멍의 크기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50-150μm 정도의 구멍 크기
가 대부분의 세포에 적합하다고 한다.156) 하지만, 전기방사법으로 만들어


154) Bhardwaj N., Kundu S.C., Electrospinning: a fascinating fiber fabrication
technique., Biotechnol. Adv. 2010;28: 325-47.
155) Sill TJ, von Recum HA,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s. 2008;29(13): 1989-2006.
156) Yannas IV, Lee E, Orgill DP, Skrabut EM, Murphy GF, Synthe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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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노섬유 그물은 3차원적으로 볼 때 층간 공간이 너무 좁아 세포가 3
차원적으로 펴진 상태로 부착하기가 어렵고, 구멍의 크기를 정확히 조절
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섬유의 직경이 세포의 증식과 분
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이크로 단위보다 나노 단위가 보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좋다고 보는 연구들157) 158)도 있고, 그 반대라 보는 연구
들159) 160)도 있는데, 이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 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조골세포는 섬유 구멍의 크기나 섬유의
직경이 다른 세포들보다 커야 증식, 분화가 더 잘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DDS와 비슷한 전략으로 생체 조절인자의 저장체로서 나노섬유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물
질들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섬유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조를 위해서 서로 다른 폴리머를 이용하거나 섬유의 직경과 구멍의 크
기, 그리고 두께를 달리 해서 다층 구조(multi-layer structure)로 만드는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161) 즉,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과 방출 기간은




characterization of a model extracellular matrix that induces partial
regeneration of adult mammalian skin., Proc. Natl. Acad. Sci. U.S.A.
1989;86(3): 933-7.
157) Chen M, Patra PK, Warner SB, Bhowmick S, Role of fiber diameter in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NIH 3T3 fibroblast on electrospun
polycaprolactone scaffolds., Tissue Eng. 2007;13(3): 579-87.
158) Christopherson GT, Song H, Mao HQ, The influence of fiber diameter of
electrospun substrates on neural stem cell differentiation and proliferation.,
Biomaterials. 2009;30(4): 556-64.
159) Badami A.S., Kreke M.R. Thompson M.S., Riffle J.S., Goldstein A.S., Effect
of fiber diameter on spreading,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ic
cells on electrospun poly(lactic acid) substrates., Biomaterials 2006;27(4):
596-606.
160) Shanmugasundarm S, Arinzeh T, Microscale versus nanoscale scaffold
architecture for mesenchymal stem cell chondrogenesis., Tissue Eng. Part A.
2011;17(5-6): 831–40.
161) Okuda T, Kidoaki S, Development of time-programmed, dual-release system
using multilayered fiber mesh sheet by sequential electrospinning., Journal of
Robotics and Mechatronics., 2010;22(5): 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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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방출 속도는 섬유 구멍과 직경의 크기로, 방출 순서는 층 구조의
설계로 조절한다는 전략으로서, 2개 이상의 생체 조절인자, 혹은 약물을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질 재생에 나노섬유 그물이 응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백
악모세포의 분화, 증식에 ECM 기질 내 섬유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주인대 섬유모
세포와 공동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이상의 생체 조절 인자
에 대한 반응들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백악질 재
생 연구에서 난점으로 여겨졌던, 생체 내 국소 미세환경의 재현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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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전망
치주조직은 치은 상피를 제외하고는 발생학적으로 외배엽 유래 중간엽
세포로부터 발생한다.162) 그러나 발생학적 기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들은 그 성격이 모두 다르며, 매우 좁은 공간 내에 위치한다. 치주인
대를 중심으로 치조골, 백악질까지를 포함한 약 100μm 폭의 공간은 물
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작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생
물학적 기전들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간적, 공간적 조절을 받고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주제가 매우 오랜 역
사를 가져 왔음에도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였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치주조직의 특징 때문이다.
백악질 재생의 경우 이러한 정교한 시간적, 공간적 조절의 한 예가 한
때 많은 연구가 이뤄졌던 상피 요소인 amelogenin이나 ameloblastin이
다. 두 단백질 모두 상피 요소로 같은 범주로 묶인다. 법랑질 발생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amelogenin은 따라서 치낭의 미분화 중간엽 세포를
유인, 부착시켜 EMI를 통해 법랑모세포로 분화시키는데 핵심이 될 것으
로 예상했으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백악질 재생 시 발현되지 않는다
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163) 164) 대신 ameloblastin은 발생 초기 HERS,
특히 치관인접부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ameloblastin의 정확한
분자수준의 기전은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나, ameloblastin은 상


162)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 -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163) Luo W, Slavkin HC, Snead ML, Cells from Herwig’s epithelial root sheath
do not transcribe amelogenin., J. Periodont. Res. 1991;26: 42-47.
164) Diekwisch TG, The developmental biology of cementum, Int. J. Dev. Biol.
2001;45(5-6): 6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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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중간엽 상호작용에 의해 최소한 AEFC의 형성에서 백악모세포 전구
세포를 백악모세포롤 분화시키는 데 관여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65)
ameloblastin의 예는 HERS라는 치근 형성기에만 나타나는 구조물의 특
정 위치에서 특정 시기에 어떤 분자가 발현되어야 백악질 재생이 시작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
가 있기 전부터 많은 임상연구가들이 emdogain 같은 EMD들이 임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해 연구를 해 왔고, 치주조직의 재생, 특히 백악질
의 재생과 치주인대의 부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66) 167) 그
런데, emdogain은 amelogenin뿐 아니라 ameloblastin 및 기타의 법랑질
기질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백악질 재생에 있어 정확한 세포·분자
수준의 기전의 이해에 입각하기 보다는, 생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endogenous) 재생능력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위
에서도 언급했던 ERT 등이 이런 예인데, emdogain 뿐 아니라 다양한
생체 조절인자의 혼합물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PRP이다. 상처의 치유과정은 일반적으로 혈병
(blood clot)이 형성되고, 이후에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이 된 후,
재생 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168) 혈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혈액 성
분이 혈소판(platelet)으로, 이 핵이 없는 혈액성분에는 다양한 생체 조절


165) Fong CD, Slaby I, Hammarstrom L, Amelin: an enamel-related protein,
transcribed in the cells of epithelial root sheath., J. Bone Mineral Res.
1996;11 : 892-898.
166) Heijl L, Periodontal regeneration with enamel matrix derivative in one
human experimental defect. A case report., J. Clin. Periodontol. 1997;24: 693–696.
167) Heijl L, Heden G, Svardstrom G, Ostgren A, Enamel matrix derivative

(EMDOGAIN) in the treatment of intrabony periodontal defects., J. Clin.
Periodontol., 1997;24: 705–714.
168) Singer AJ, Clark RA, Cutaneous wound healing. N. Engl. J. Med. 1999;341:
738-746.

- 55 -

인자들을 함유하고 있다.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centrifugation)하면,
혈장(plasma)의 하부에서 PRP를 얻을 수 있다. PRP는 PDGF를 비롯한
IGF, TGF-β, FGF 등의 많은 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과 같은 물질들을
갖고 있어 상처의 치유기전이 진행될 때,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치주조직 재생에서 그 속도가 문제되는
백악질, 치주인대의 재생에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 앞으로의 치주조직 재생의 전략적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치주조직 발생 및 재생 기전을 세
포·분자적 수준에서 더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에 의
한 방법이 위에서도 언급한 전기방사법에 의한 ECM 섬유 유사체의 합
성일 것이다. 전기방사법은 기존의 치주조직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국소
미세환경의 정밀한 재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
이상의 생체 조절인자들의 시간적, 공간적 조절이 가능할 것이며, 단순히
치주조직 형성 세포들의 특정 위치로의 부착, 군락화 뿐 아니라, 이들 세
포들의 분화, 성숙 등도 생리적인 상태보다 재생에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많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측면은 치주조직 재생에 대한 접근을 통합적 시각에서 생체가 갖
고 있는 재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emdogain이나 PRP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의 임상적 적용이나, 줄기세
포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 연구 등이 예가 될 것이다. 특히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
고, 발생이라는 생체가 갖고 있는 정밀한 시, 공간적 프로그램이 아직 폐
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목표를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결국 각각의 접근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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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백악질 재생 나아가 치주조직 재생은 생체가 갖는 치유기전의 한계
마저도 뛰어넘어 재생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이상적인 수준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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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백악질의 해부학적 모식도

( CEJ: cemento-enamel junction, AEFC: 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PDL: periodontal ligamnet, CIFC: cellular intrinsic fiber cementum
CMFC: cellular mixed fiber ce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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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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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eratural review for
cementum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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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al disease is the second most prevalent disease in dentistry,
destroying the periodontium irreversibly. It might cause severe
damages to the teeth unless properly controlled.
Recently, regenerative periodontal therapy is considered to the most
ideal approach for damaged periodontium. Periodontal ligament has
been the focus as a key factor for regenerating periodontal tissue so
far. But nowadays, cementum has also received attention as factors
which guide to successful periodontal regeneration by inducing
perpendicular periodontal ligament insertion to the root surface and by
acting as a ‘reservior’ for many bio-regulators.
This article show the latest knowledge of cementum regeneration.
And in this article I’ll look at cementum re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tem cell’ and ‘tissue engineering’ and deal with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cementum regeneration.
keywords : cementum regeneration, cementoblast, stem cell,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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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주질환은 치과 영역의 2대 질환 중 하나로 치주조직을 비가역
적으로 파괴시킨다. 만약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치
주조직의 심대한 손상을 가져온다.
최근 치주질환의 치료로 재생적 치료가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치주조직 중, 치주인대가 치주조직 재
생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치주 인대가 치근면에 수직적으로 매입되기 위해서는 백악질
이 필요하며, 백악질 자체가 치주재생을 위한 국소 미세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생체 조절인자들의 저장고로 기능함이 밝혀지면서,
백악질 역시 성공적인 치주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악질 재생에 대한 현재까지의 식견과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줄기세포와 조직공학의 관점에서 백악질 재생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앞으로 백악질 재생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요어 : 백악질 재생, 백악모세포, 줄기세포, 조직공학
학 번 : 2009-2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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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구강 내 미생물의 작용과 이에 대한 숙
주의 면역반응의 결과 치주조직이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실제 치과 영역의 2대 질환은 치아 우식증(dental caries)과 치
주질환으로, 치주질환의 치료는 임상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치주질환의 치료 후에 나타나는 치유(healing)는 대체로 염증반응으로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고 파괴, 손실된 조직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뤄지
는데, 그 양상에는 크게 재생(regeneration)과 회복(repair)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보다 바람직한 치유양상은 재생으로, 이는 손상되기 전
치주조직과 기능적, 구조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되는 치유이기 때문이다.
반면, 회복은 손상된 치주조직이 상피조직이나 결합조직으로 대체되어
비기능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흔히 이를 ‘상흔(scar)이 남는 치유’라고
한다. 치주조직이 재생되었는지, 회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반적
으로 새로운 치조골(alveolar bone)이 합성되어 손상 전 치조골 높이로
올라가고, 염증으로 괴사된 백악질이 신생 백악질 형성(cementogenesis)
에 의해 건강한 백악질로 대체되어 치근면을 다시 덮게 되며, 이렇게 재
생된 치조골과 백악질 사이에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가 새로 합
성되어, 그 중 주 섬유 다발(principal fiber bundles)의 일부 섬유(샤피
섬유, Sharpey’s fiber)가 치조골과 백악질 표면에 수직하게 삽입되는 것
이다.1)
또한 치주치료의 결과로 신부착(new attachment)과 재부착
1) Karring T, Nyman S, Gottlow J, Laurell L, Development of the biological
concept of guided tissue regeneration – animal and human studies.,
Periodontology 2000. 1993;1: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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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ttachment)이란 개념이 있다. 엄밀히 치주치료의 결과로 신부착만 가
능한데, 이는 각 개념의 정의에 기인한다. Caranza가 그의 저서 ‘clinical
periodontology’에서 신부착을 이미 치주질환으로 노출된 치근면에 신생
백악질이 침착된 후, 여기에 신생 치주인대 섬유가 삽입되고, 치은 상피
(gingival epithelium)가 치면에 부착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부착에 필요한 섬유와 이를 연결하는 치근면 조직이 모두 새로 만들어져
야 하므로 신부착이란 명칭이 붙었으며, 결과적으로 재생과 비슷한 개념
이다. 반면, 재부착은 이전에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되지 않았던 부위가
수술 등의 과정에서 결합조직과 치근면이 떨어진 이후, 이것이 다시 부
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부착에 필요한 섬유와 이를 연결하는 치근
면 조직이 아직 생활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부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치주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손상된 치주조직이 재생, 또는 신부착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다. 치주조직의 재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
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주조직 발
생과정과 치유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치주조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치근을 덮고 있는 백악질과 치
아를 담고 있는 치조골, 백악질과 치조골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치
주인대와 치조골을 덮고 있는 연조직인 치은(gingiva)이 그것이다. 치주
조직 재생의 관점에서 이들 조직을 이루는 세포를 살펴보면, 크게 두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피조직성 세포로 주로 치은에 분포하며,
간혹 치아 발생 과정에서 허트위그 상피근초(Hertwig’s epithelial root
sheath, HERS)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말라세츠 상피잔사(epithelial rest
of Malassez, ERM)가 치주인대 부위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결합조직성 세포로 치은과 치주인대에 주로 분포하며, 백악질과 치조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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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분포한다. 각기 다른 조직에 존재하는 결합조직성 세포는 그 표현
형이 각기 다르다.
어떤 세포가 치주조직의 재생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
다. 우선 Moscow 등2)이나 Hiatt 등3)은 1960년대 말에 수술 이후 구강
상피(oral epithelium)를 차단했더니 치주조직의 재생이 잘 일어났다는
보고를 했다. 이런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Melcher 등4)은 1976년에 치주
질환 등으로 손상을 받은 부위에 어떤 종류의 결합조직 세포가 모이느냐
에 따라서 치주조직의 치유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즉, 상피조직
세포는 증식이 빨라 치주조직 치유 과정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손상부
기저부까지 증식하여 긴 접합상피(junctional epithelium)를 갖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재생이 아닌 회복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
다. Melcher의 주장은 이후 치주질환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조직 유
도 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GTR)의 근거가 된다.
이에 어떤 결합조직 세포가 치주조직의 재생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Nyman 등5)은 1980년에 실험을 통해 치주염에 이환된
치근을 치은 결합조직에 매립한 후 치주조직의 재생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치근흡수가 발생해 치은 결합조직에는 재생능력을 가진 세포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같은 해에 Karring 등6)은 같은 방법으로 치주질환
2) Moskow BS, Wasserman BH, Hirschfeld LS, Morris ML, Repair of periodontal
tissues following acute localized osteomyelitis., Periodontics. 1967;5(1): 29–36.
3) Hiatt WH, Stallard RE, Butler ED, Badgett B, Repair following mucoperiosteal
flap surgery with full gingival retention., J. Periodontol. 1968;39(1): 11–6.
4) Melcher AH, On the repair potential of periodontal tissues., J. Periodontol.
1976;47(5): 256–60.
5) Nyman S, Karring T, Lindhe J, Planten S. Healing following implantation of
periodontitis-affected roots into gingival connective tissue., J. Clin. Periodontol.
1980;7(5): 394-401.
6) Karring T, Nyman S, Lindhe J, Healing following implantation of
periodontitis-affected root into bone tissue., J. Clin. Periodontol. 1980;7(2):
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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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환된 치근에서 치주인대를 치근 활택술(root planning)로 제거한
후, 골 조직에 매립한 결과 치근 유착(ankylosis)과 치근 흡수가 나타나
골 조직에는 재생능력을 가진 세포가 없음을 밝혔다. 이를 위의 Melcher
의 주장과 연결시키면, 결합조직성 세포 중 손상부에 모인 표현형이 치
조골 유래의 세포인 경우 유착이 일어나게 되며, 치은 결합조직 유래의
세포가 손상부에 모이게 되면 치근(백악질과 여기에 결합된 치주인대)이
재생되지 않고, 치근면에 평행한 섬유(치은인대(gingival ligament), 치은
인대 중에서 치조정 상방으로, 노출되었던 치근면에 직접 부착하기 보다
는 평행하게 에워싸는 circular group)가 형성되어, 재생이 아닌 회복으
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후 Boyko 등7)과 Nyman 등8)이 각각 1981년과 1982년에 실험을 통해
치주조직의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치주인대와 치주인
대 유래의 세포라고 주장한 이후, 치주인대의 재생을 어떻게 유도, 조절
할 것인가가 치주조직 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한편 여기
에 더해 Andreasen의 치아 재식립(tooth replantation)에 대한 기념비적
인 연구들9) 10)에 의하면, 치아 재식립 성공의 조건은 치아가 탈구
(avulsion)된 이후 가급적 신속히 재식립하는 것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7) Boyko GA, Melcher AH, Brunette DM, Formation of new periodontal ligament
by periodontal ligament cells implanted in vivo after culture in vitro. : A
preliminary study of transplanted roots in the dog., J. Periodont. Res. 1981;16:
73-88.
8) Nyman S, Gottlow J, Karring T, Lindhe J, The regenerative potential of the
periodontal ligament. An experimental study in the monkey., J. Clin.
Periodontol. 1982;9(3): 257-65.
9) Andreasen J. O., Periodontal healing after replantation and autotransplantation
of incisors in monkeys, Int. J. Oral Surg. 1981;10: 54-61.
10) Andreasen, J. O., Effect of extra-alveolar period and storage media upon
periodontal and pulpal healing after replantation of mature permanent incisors
in monkeys, Int. J. Oral Surg. 1981; 10: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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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에 부착된 치주인대의 생활력을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치주인대만 재생한다면, 치조골과 백악질의 재생도
치주인대 유래의 세포에서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치주인대
부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중간엽 세포들(heterogenous populations of
mesenchymal cells)이 존재하며, 이들 중 몇 몇 세포군은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치주인대 뿐 아니라, 치조골과 백악질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치주인대 유래의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중간엽
세포가 각각 백악모세포(cementoblast)와 조골세포(osteoblast)로 분화 가
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1)
이와 같은 지식들을 이용해, 치주인대 유래의 세포들에 성장 인자
(growth factor)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bio-regulator)를 처리해 치주인대
의 재생 뿐 아니라 백악모세포와 조골세포로 분화시켜 백악질과 치조골
로 유도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는 치주조직의 각 구성요소를 따
로 재생해 낼 수 있으면, 전체로서의 치주조직의 재생이 보다 용이할 것
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치주조직의 예측 가능한
(predictable) 재생은 요원한 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 치주조직 구성
요소들의 발달 과정 및 치주질환에 이환된 조직의 치유기전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조절되기 때
문이다.
치주조직의 치주인대와 치조골에 비해, 백악질은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주조직의 발생 및 손상된 치주조직의 치유 과정
에서 백악질 역시 치주인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12) 13)


11) McCulloch CAG, Melcher AH, Cell migration in the periodontal ligament of
mice., J. Periodont. Res. 1983;18: 339-352.
12) Bosshardt DD, Selvig KA, Dental cementum: the dynamic tissue covering of
the root., Periodontol 2000 1997;13: 41–75.
13)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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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치주조직 재생을 위해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가 백악질에 수직으로
매립되기 위해서는 백악질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백악질
기질(cementum matrix)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생체 조절인자들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4) 즉, 국소 미세환경(micro-environment)이 건
강한 상태의 치주조직에서처럼 유지되어야 주변의 줄기 세포(stem cell)
나 전구세포(progenitor cell)가 목표부위로의 이주(migration) 및 부착
(adhesion)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증식(proliferation)하게 된다. 이후, 백
악질모세포(cementoblast) 뿐 아니라, 치주인대 섬유모세포(PDL
fibroblast)로 정교하게 분화(differentiation)하고, 성숙(maturation)해 기
능을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치주조직의 재생이 가
능하게 된다. 그런데 치주질환과 같은 병적(pathologic) 상태가 되면, 치
주질환 원인 미생물들에 의한 내독소(endotoxin)가 백악질 표면에 침착
되고, 여러 염증반응 물질이 주변에 축적되며, 백악질 기질에 저장되어
있던 생체 조절 인자의 농도가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소 미세환경이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치주조직 재생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백악질은 단순히 치주인대를 연결하는 역할 뿐 아니라, 치주조직의 유지
및 재생을 위한 국소 미세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생체 조절인자
의 저장고(reservior)로서 치주조직의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백악질 재생의 임상적 의의와 백악질
재생 연구에 사용되는 백악모세포의 특징, 백악질 재생을 위한 지금까지
의 연구방향과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들을 조직공학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14)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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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논문 선별 기준
1)Pubmed(http://www.ncbi.nlm.nih.gov/pubmed/)에서 ‘cementum’과
‘regeneration’이라는 주제어로 최근 5년간의 논문들 중에서 초록
(abstract)에 두 주제어를 모두 포함하는 논문들을 선택했다.
2) 이 논문들의 ‘related citation’에서 역시 최근 10년간 review 논문들
중 ‘periodontium’, ’periodontal’, ’cementum’, ’cementogenesis’,
’cementoblast’ 중 하나와 ‘regeneration’, ‘healing’, ’development’,
’differentiation’, ’formation’ 중 하나를 초록에 모두 포함하는 논문들을
선택했다.
3) 1),2)의 참고논문들을 참조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발표 시점과
무관하게 이들 논문들의 ‘related citation’을 참조했다.

제 2 절. 백악질의 특징
백악질의 특징에 대해서 조직․해부학적, 생화학적, 발생학적특징에 대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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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해부학적 특징
백악질은 치근 상아질과 결합하여 치근을 덮고 있어 치아 본체(tooth
proper)임과 동시에 치주조직을 이루고 있다. 백악질은 법랑․백악질 경
계(cementoenamel junction, CEJ)부에서 시작해서 치근 전체를 덮고 있
다. 백악질은 해부학적으로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두께는 치근의 치경부(cervical portion of root)에서는 약 50μm이며, 치
근 근단부(apical portion of root)로 갈수록 두꺼워져 치근단공(apical
foramen) 부위에서는 약 200μm가 된다.
조직학적으로 백악질은 내부에 세포(백악세포, cementocyte)의 유무와
매립된 섬유의 유래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랑․
백악질 경계 부근에는 무세포성 무섬유 백악질(Acellular Afibrillar
Cementum, AAC)이, 치근의 치경부에서 치근 중앙부(middle portion of
root)까지 무세포성 외래섬유 백악질(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AEFC)이 덮고 있다.(전치와 견치에서는 치근단부까지 무세
포성 외래섬유 백악질이 덮고 있다.) 치근단부나 다근치의 치근 이개부
(root furcation)에는 세포성 내래섬유 백악질(Cellular Intrinsic Fiber
Cementum, CIFC)이 위치한다. 또한 AEFC에서 CIFC로 이행되는 부위
의 백악질은 이들 백악질의 성질이 섞여 있으며, 이들을 세포성 혼합섬
유 백악질(Cellular Mixed Fiber Cementum, CMFC) 또는 세포성 혼합
줄무늬 백악질(Cellular Mixed Stratified Cementum, CMSC)이라 한다.
나중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이들 각각은 조직학적인 차이 뿐 아니라, 이
들의 형성에 관여하는 세포와 형성 기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8-

보이며, 자연 상태에서 치주질환 등으로 손상된 백악질의 치유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백악질은 거의 모두 세포성 백악질로 알려져 있다.15)
2. 생화학적 특징
백악질은 경조직(hard tissue)으로서 다른 경조직과 마찬가지로 무기질
(mineral)과 유기 기질(organic matrix), 물(water)로 구성된다. 질량비로
무기질은 61%, 유기 기질은 27%, 물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무기질의 주 구성성분은 수산화 인회석(hydroxyapatite, HA)이
다. 유기 기질은 크게 아교질 단백질(collagenous protein)과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non-collagenous matrix protein)로 나뉜다. 아교질 단백질
은 Ⅰ형 아교질(type Ⅰcollagen)이 주를 이룬다. Ⅰ형 아교질은 치주인
대의 주 아교질 섬유로 백악질 내 매립부인 샤피 섬유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Ⅰ형 아교질 외의 아교질로 Ⅲ형 아교질(type Ⅲ collagen)과 Ⅻ
형 아교질(type Ⅻ collagen)이 발견되는데, Ⅲ형은 주로 초기 백악질 발
생과정에서 많이 관찰되나 점차 사라진다.17) Ⅻ형은 주로 매립되어 있는
치주인대 섬유 주위에서 발견되며, Ⅰ형 아교질과 상호작용하며, 치주인
대 공간(periodontal ligament space)을 유지해 유착을 막고, 섬유가 유지
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18) 19)


15)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16) Schroeder HE, Orale Strukturbiologie., Georg Thieme Verlag, Stuttgart.
(2000).
17) Narayanan AS, Bartold PM, Biochemistry of periodontal connective tissues
and their regeneration: a current perspective., Connect. Tissue Res. 1996;34(3):
191–201.
18) Karimbux NY, Nishimura I, Temporal and spatial expressions of type XII
collagen in the remodeling periodontal ligament during experimental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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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은 그 양은 소량이나 백악질의 발생과정과 치주
질환으로 손상된 백악질의 재생과정에 중요하다.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
질은 종류도 많고, 그 양도 소량이어서 그 기능에 대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은 골 조직에서도 발
견되는 것들인데, RGD(Arg-Gly-Asp) 서열을 통해 세포의 부착
(adhesion)에 관여하는 비아교질 단백질인 BSP(bone sialoprotein)20),
OPN(osteopontin)21)이나(이들은 SIBLING(Small Integrin-Binding
Ligand N-linked Glycoproteins)의 일종이기도 하다.) Gla(γ
-carboxyglutamic acid) 단백질의 일종인 OCN(osteocalcin, bone Gla
protein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성장인자, 당단백질
(Glycoprotein), ALP(alkaline phosphatase), BMP(Bone Morphogenetic
Protein) 등이 그렇다.22)
그밖에 법랑질 단백질(enamel protein)인 amelogenin, ameloblasin(또는
sheathlin, amelin)23) 등도 백악질의 구성요소로 보는데, 특히
amelogenin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치근 형성 초기에 법랑
질 단백질(최근에는 ameloblastin으로 보고 있다.)이 관여하는 것이 확실
해 보이며, 이들이 상피-중간엽 상호작용(Epithelial-Mesencymal
movement., J. Dent. Res. 1995;74: 313–318.
19) MacNeil RL, Berry JE, Strayhorn CL, Shigeyama Y, Somerman MJ.,
Expression of type I and XII collagen during development of the periodontal
ligament in the mouse., Arch. Oral Biol. 1998;43: 779–787.
20) Ganss B, Kim RH, Sodek J, Bone sialoprotein., Crit. Rev. Oral Biol. Med.
1999;10: 79-98.
21) Sodek J, Ganss B, McKee MD, Osteopontin., Crit. Rev. Oral Biol. Med.
2000;11: 279-33.
22)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23) Fong CD, Slaby I, Hammarstrom L, Amelin: an enamel-related protein,
transcribed in the cells of epithelial root sheath., J. Bone Mineral Res. 1996;11
: 89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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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EMI)을 통해 백악모세포로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4)
각각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이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있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약이 많다.(이러한 제
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하기로 하겠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나마 골
조직에 대한 이들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기능 연구를 통해 백악질에
서도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유추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백
악질의 종류나 발생 단계 및 치주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주로 발현되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이러한 복잡함이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주고 있다. 백악질에서 보이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각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표 2-1]에 정리했다.
큰 분류
SIBLING
(adhesion
molecule)

종 류
BSP
OPN

기

능

• 세포 치근면으로 유인 및 부착유지25) 26)
• 치근면의 광화개시 촉진27) 28)
• 세포를 치근면으로 유인하고 부착유지29)
30) 31)
• 결정(crystal) 형성 및 성장 조절32) 33) 34)
• 백악질 흡수에 관여35) 36)
• 염증에 인한 세포사(apoptosis) 억제37) 38)
광화(mineralization) 조절해 치주인대 공간
(PDL space)을 유지39)
이소광화(ectopic mineralization) 막음40) 41)
















Gla protein

OCN
MGP



24) Bosshardt DD, Selvig KA, Dental cementum: the dynamic tissue covering of
the root., Periodontol 2000 1997;13: 41–75.
25) MacNeil RL, Berry JE, Strayhorn CL, Somerman MJ, Expression of bone
sialoprotein mRNA by cells lining the mouse tooth root during
cementogenesis., Arch. Oral Biol. 1996;41: 827–835.
26) MacNeil RL, Sheng N, Strayhorn CL, Fisher LW, Somerman MJ, Bone
sialoprotein is localized to the root surface during cementogenesis., J. Bone
Miner. Res. 1994;9: 159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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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Hunter GK, Goldberg HA, Nucleation of hydroxyapatiteby bone sialoprotein.,
Proc. Natl. Acad. Sci. U.S.A. 1993;90: 8562–8565.
28) Hunter GK, Goldberg HA, Modulation of crystal formation by bone

phosphoproteins: role of glutamic acid-rich sequences in the nucleation of
hydroxyapatite by bone sialoprotein., Biochem. J. 1994;302: 175–179.
29) van Dijk S, D’Errico JA, Somerman MJ, Farach-Carson MC, Butler WT,
Evidence that a non-RGD domain in rat osteopontin is involved in cell
attachment., J. Bone Miner. Res. 1993;8: 1499–1506.
30) Xuan JW, Hota C, Chambers AF, Recombinant GST-human osteopontin
fusion protein is functional in RGD-dependent cell adhesion., J. Cell Biochem.
1994;54: 247–255.
31) Xuan JW, Hota C, Shigeyama Y, D’Errico JA, Somerman MJ, Chambers AF,
Site-directed mutagenesis of the arginine-glycine-aspartic acid sequence in
osteopontin destroys cell adhesion and migration functions., J. Cell Biochem.
1995;57: 680–690.
32) Boskey AL, Maresca M, Ullrich W, Doty SB, Butler WT, Prince CW,
Osteopontin-hydroxyapatite interactions in vitro: inhibition of hydroxyapatite
formation and growth in a gelatin-gel., Bone Miner. 1993;22: 147–159.
33) Goldberg HA, Hunter GK, The inhibitory activity of osteopontin on
hydroxyapatite formation in vitro., Ann. N. Y. Acad. Sci. 1995;760: 305–308.
34) Hunter GK, Kyle CL, Goldberg HA, Modulation of crystal formation by bone
phosphoproteins: structural specificity of the osteopontin-mediated inhibition of
hydroxyapatite formation., Biochem. J. 1994;300: 723–728.
35) Shigeyama Y, Grove TK, Strayhorn C, Somerman MJ, Expression of
adhesion molecules during tooth resorption in feline teeth: a model system for
aggressive osteoclastic activity., J. Dent. Res. 1996;75: 1650–1657.
36) Takano-Yamamoto T, Takemura T, Kitamura Y, Nomura S, Site-specific
expression of mRNAs for osteonectin, osteocalcin, and osteopontin revealed by
in situ hybridization in rat periodontal ligament during physiological tooth
movement., J. Histochem. Cytochem. 1994;42: 885–896.
37) Denhardt DT, Chambers AF, Overcoming obstacles to metastasis – defenses
against host defenses: osteopontin(OPN) as a shield against attack by
cytotoxic host cells., J. Cell Biochem. 1994;56: 48–51.
38) Feng B, Rollo EE, Denhardt DT, Osteopontin(OPN) may facilitate metastasis
by protecting cells from macrophage NO-mediated cytotoxicity: evidence from
cell lines downregulated for OPN expression by a targeted ribozyme., Clin.
Exp. Metastasis. 1995;13: 453–462.
39) Ducy P, Desbois C, Boyce B, Pinero G, Story B, Dunstan C, Smith E,
Bonadio J, Goldstein S, Gundberg C, Bradley A, Karsenty G, Increased bone
formation in osteocalcindeficient mice., Nature. 1996;382: 448–452.
40) Luo G, Ducy P, McKee MD, Pinero GJ, Loyer E, Behringer RR, Karsenty G,
Spontaneous calcification of arteries and cartilage in mice lacking matrix GLA
protein., Nature. 1997;386: 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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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어서
growth IGF-1(CGF)
PDGF
factor
FGF
BMP-2
TGF-β46) BMP-347)
superfamily
BMP-4
BMP-7
epithelial amelogenin
amelin
factors48) (ameloblastin
, sheathlin)

BMP 발현시켜 세포증식 및 분화 촉진42)44)43)
세포분열 및 증식, 분화, 기질 생성 촉진
세포분열, 세포 이주, 혈관형성 촉진45)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의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치낭세포를 백악모세포로 분화유도
•BMP-2,4,7과 달리 치근 발달 후기까지
치근 표면 세포에서 발현(치주인대 세포에
서 발현 안 됨)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의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EMI의 신호분자로 역할
•세포 분화 및 백악질 형성 촉진
HERS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해 논란
; 현재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밝혀짐49)
법랑 기질 단백질(enamel matrix protein)
중 HERS에서 유일하게 발현
- HERS 유래 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


41) Kaipatur NR, Murshed M, McKee MD, Matrix Gla protein inhibition of tooth
mineralization., J. Dent. Res. 2008;87: 839-844.
42) Li H, Bartold PM, Zhang CZ, Clarkson RW, Young WG, Waters MJ, Growth

hormone and insulin-like growth factor I induce bone morphogenetic proteins
2 and 4: a mediator role in bone and tooth formation?, Endocrinology.
1998;139: 3855–3862.
43) Ikezawa K, Ohtsubo M, Norwood TH, Narayanan AS, Role of cyclin E and
cyclin E-dependent kinase in mitogenic stimulation by cementum-derived
growth factor in human fibroblasts., FASEB J. 1998;12: 1233–1239.
44) Green RJ, Usui ML, Hart CE, Ammons WF, Narayanan AS,
Immunolocolization o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A and B chains and
PDGF-alpha and beta receptors in human gingival wounds., J. Periodontal
Res. 1997;32: 209–214.
45) Murakami S, Takayama S, Ikezawa K, Shimabukuro Y, Kitamura M, Nozaki
T, Terashima A, Asano T, Okada H, Regeneration of periodontal tissues by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J. Periodontal Res. 1999;34(7): 425-30.
46) Aberg T, Wozney J, Thesleff I, Expression patterns of bone morphogenetic
proteins(BMPs) in the developing mouse tooth suggest roles in morphogenesis
and cell differentiation., Dev. Dyn. 1997;210: 383–396.
47)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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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어서

PTH
PTHrP

• 백악모세포 전구세포를 백악모세포 유사
hormone
세포로 분화시키고, 무기질 침착시킴50) 51)
• 교정적 치아이동52), 치아 맹출53)에 관여
•경조직에서 중요한 TNAP는 기질 소포체
enzyme
ALP (matrix vesicle)막에 GPI-anchored54)
• 백악질 광화를 촉진(특히 AEFC)55)
• 강한 음전하를 띄어(anionic) ECM의 수
화(hydration) 유지
proteoglycan • ECM에 성장인자 저장 및 활성 조절58)
• 아교질 섬유 형성 및 광화 조절
glycoprotein
• 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에 관여
56) 57)
(백악질 발생 초기 치근 상아질 표면에서 발
laminin 현되어) 특정 세포를 치근면으로 유인, 부착
시킴
세포에서) 세포 유인, 부착, 분화
fibronectin (대부분의
를 촉진하고, 세포의 증식을 조절




48) Diekwisch TG, The developmental biology of cementum, Int. J. Dev. Biol.
2001;45(5-6): 695-706.
49) Luo W, Slavkin HC, Snead ML, Cells from Herwig’s epithelial root sheath
do not transcribe amelogenin., J. Periodont. Res. 1991;26: 42-47.
50) Ouyang H, McCauley LK, Berry JE, D’Errico JA, Strayhorn CL, Somerman

MJ, Response of immortalized murine cementoblasts/periodontal ligament cells
to parathyroid hormone and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in vitro.,
Arch. Oral Biol. 2000;45: 293–303.
51) Tenorio D, Hughes FJ, An immunohistochemical investigation of the
expression of parathyroid hormone receptors in rat cementoblasts., Arch. Oral
Biol. 1996;41: 299–305.
52) Davidovitch Z, Musich D, Doyle M, Hormonal effects on orthodontic tooth
movement in cats – a pilot study., Am. J. Orthod. 1972;62: 95–96.
53) Philbrick WM, Dreyer BE, Nakchbandi IA, Karaplis AC, Parathyroid
hormone-related protein is required for tooth eruption., Proc. Natl. Acad. Sci.
U.S.A. 1998;95: 11846–11851.
54) Damek-Poprawa M, Golub E, Otis L, Harrison G, Phillips C,
Boesze-Battaglia K, Chondrocytes utilize a cholesterol dependent lipid
translocator to externalize phosphatidylserine., Biochemistry. 2006;45: 3325–
3336.
55) Beertsen W, VandenBos T, Everts V, Root development in mice lacking
functional 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 gene: inhibition of acellular
cementum formation., J. Dent. Res. 1999;78: 12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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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백악질에서 발견되는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SIBLING: small integrin binding ligand N-linked glycoprotein, BSP: bone
sialoprotein, OPN: osteopontin, OCN: osteocalcin, Gla protein: γ
-carboxyglutamic acid protein, MGP: matrix Gla protein, IGF: insulin-like
growth factor, FGF: fibroblast growth factor, PD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BMP: bone morphogenetic
protein, PTH: parathyroid hormone, PTHrP: parathyroid hormone related
protein, ALP: alkaline phosphatase, ECM: extracellular matrix, GPI:
glycophosphatidyl inositol, EMI: epithelial-mesenchymal interaction)

3. 발생학적 특징
백악질을 형성하는 세포는 백악모세포(cementoblast)로 그 기원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치관(tooth crown)이 형성된 이
후 HERS가 치근을 형성해 나갈 때, HERS의 일부가 연속성을 잃고 끊
겨, 떨어져 나간다. 이 사이로 치낭(dental follicle)에서 중간엽 세포가 이
주해 와 이들이 HERS와 EMI를 통해 백악모세포로 분화하여 백악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59) 60) 하지만, 몇 몇 이들은 HERS가 직
접 백악모세포로 변형(transformation)되어 백악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


56)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57) Saygin NE, Giannobile WV, Somerman MJ, Molecular and cell biology of
cementum., Periodontol. 2000. 2000;24; 73-98.
58) Schonherr E, Hausser HJ, Extracellular matrix and cytokines: a
functional unit: a functional unit., Dev. Immunol. 2000;7:89-101.

59)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 -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60) Cho MI, Garant PR, Development and general structure of the periodontium.,
Periodontol. 2000. 2000;24: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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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도 한다.61) 62) 63) 어떤 것이든, HERS로 대변되는 상피세포와 치낭
세포로 대변되는 중간엽 세포간의 상호작용(EMI)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AEFC와 CIFC를 형성하는 세포의 기원이 차
이가 있느냐는 점이다. 사람이 아닌 쥐에서 한 실험으로 많은 논란이 있
지만, AEFC는 치낭에서 유래한 세포로부터 형성되고, CIFC는 골조직에
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64) 65) 66) 이는 임상적으로도 치주재생 시
재생되는 백악질은 거의 세포성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하
다.(AEFC 부위조차 CIFC로 치유되므로, 백악질은 엄밀히 재생이 아닌
회복으로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치주질환에 이환된 이후
회복이 CIFC로 일어난다는 것은, 성인 이후에 치주조직 내의 재생에 관
여하는 세포군에는 CIFC를 생성하는 것만 있으며, 부착의 측면에서 보
다 바람직한 AEFC로 회복67)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AEFC 형성 세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AEFC








61) Bosshardt DD, Nanci A, Immunolocalization of epithelial and

mesenchymal matrix constituents in association with enamel epithelial
cells., J. Histochem. Cytochem. 1998;46: 135-142.

62) Terling C, Heymann R, Rozell B, Obrink B, Wroblewski J, Dynamic
expression of E-cadherin in ameloblasts and cementoblasts in mice., Eur. J.
Oral Sci. 1998;106: 137-142.
63) Lezot F, Davideau JL, Thomas B, Sharpe P, Forest N, Berdal A, Epithelial
Dlx-2 homeogene expression and cementogenesis., J. Histochem. Cytochem.,
2000;48(2): 277-284.
64) McCulloch CAG, Nemeth E, Lowenberg B, Melcher AH, Paravascular cells in
endosteal spaces of alveolar bone contribute to periodontal ligament cell
population. Anat. Rec. 1987;219: 233-42.
65) Tenorio D, Cruchley A, Hughes FJ, Immunocytochemical investigation of the
rat cementoblast phenotype., J. Periodont. Res. 1993;28(6 pt 1): 411-419.
66)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67) Bosshardt D.D., Are cementoblasts a subpopulation of osteoblasts or a unique
phenotype?, J. Dent. Res. 2005;84(5): 3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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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IFC는 서로 어떤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
제 CIFC는 아직 AEFC가 형성되지 않은 부위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68)
AEFC와 CIFC가 단순히 백악질 내 매립된 백악질 형성 세포(즉, 백악
세포)의 유무나 섬유의 기원과 같은 조직학적 차이뿐 아니라 보다 근원
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저인산
분해효소증(hypophosphatasia)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백악질
의 무형성 또는 저형성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많은 연구에 의해
ALP의 일종으로 경조직에서 중요하고, 피로인산(pyrophosphate)을 가수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인 TNAP(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저인산분해효소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세포 밖(extracellular)의 피로인산의 농도가 높
아지는 상황이 되면 광화가 억제되는데, 백악질에서는 AEFC만 저해되
는 것으로 밝혀졌다.69) 70)
전반적인 백악질 발생 기전은 법랑질이나 상아질의 그것과 유사하다.
즉, 먼저 백악질 형성 세포가 유기 기질을 분비하고, 여기에 광화가 일어
나게 된다. 광화에는 아교질 섬유와 기질 소포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편 조직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백악질의 형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EFC의 경우 최초 백악질 형성 세포가 외투 상아질(mantle dentin) 표
면에 유기 기질을 분비하게 된다. 유기 기질 중 아교질 섬유는 상아질


68)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69) Bruckner R, Rickles N, Porter D, Hypophosphatasia with premature shedding
of teeth and aplasia of cementum., Oral Surg. Oral Med. Oral Pathol. 1962; 15:
1351–1369.
70) van den Bos T, Handoko G, Niehof A, Ryan LM, Coburn SP, Whyte MP,
Beertsen W, Cementum and dentin in hypophosphatasia., J. Dent. Res.
2005;84(11): 1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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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아교질 섬유와 얽히게 된다. 백악질 형성 세포는 치근 표면에서
유기 기질을 분비해 나가면서 이동하고, 백악질이 15-20μm 두께가 되면
백악질과 PDL의 아교질 섬유가 만나 서로 얽히게 된다. 이후부터 아교
질 섬유는 PDL에서만 분비되는데, 이런 이유로 ‘외래 섬유성’이라는 명
칭이 붙었지만, 최초 15-20μm의 섬유는 내래성이다. 섬유의 방향은 치면
에 수직이다.
CIFC의 경우 최초 형성은 분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교질 섬유의 침
착이 방향성 없이 일어난다. 점차 분비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아교질 섬
유는 조직화되면서 치면에 평행하게 배열된다. 백악질 형성 세포는 자신
이 분비한 기질에 갇히게 되고 백악세포가 된다. 한편 CMFC의 경우, 기
본적으로 CIFC가 형성되다가 치주인대 부근에서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
가 백악질에 매입되게 되는데, AEFC와 비교해 샤피 섬유의 주행 방향
은 보다 불규칙적이며, 주변으로 내래 섬유가 감싸고 있게 된다. 내래 섬
유는 보통 완전히 광화되어 있는 반면, 외래 섬유는 굵고, 치근면에 수직
이며, 불규칙하게 광화되어 있다.[그림 2-1]
AEFC와 CIFC의 경계부의 광화는 특이할 만한데, 최초 CIFC는 AEFC
가 없는 부위에서 백악질양(cementoid)를 분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다. 이후 이 백악질양이 AEFC의 광화된 백악질과 광화전선
(mineralization front)를 형성하게 되고, 이곳에서부터 광화가 일어난다.
백악질과 치근 상아질(radicular dentin)과의 접합도 기본적으로는 AEFC
와 CIFC의 경계부에서의 광화와 동일하다. 치근 상아질이 광화되기 전
에 백악질 기질이 치근 상아질 표면에 침착되기 시작한다. 이 후 치근
상아질의 내면에서부터 광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상아질의 아교질 섬유
와 백악질의 아교질 섬유가 꼬이고 나서야 상아질과 백악질의 경계부,
이어서 백악질까지 광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상아질과 백악질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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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로 광화되어 단단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치주조직 재생 시 노출된 치근 상아질은 이미 광화되어 있어,
발생할 때와 같은 단단한 상아․백악질 결합을 이루기 위해 재생 과정에
서는 다른 추가적인 기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절. 백악질 재생 연구의 임상적 의의
백악질 재생은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교정치료 시 치근 외흡수(external root resorption) 예측
치근 외흡수는 교정치료의 주요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한 연구71)에
의하면, 교정치료 시 1mm 미만의 경미한 치근 외흡수가 약 88%, 5mm
이상의 심한 치근 외흡수가 5% 정도로 발생한다. 이는 교정치료를 받는
거의 모든 환자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치근 외흡수가 발생함을 뜻
한다. 치근 외흡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상악 전치부이다.72) 심
한 치근 외흡수는 해당 치아의 동요도 증가 및 수명 감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치근 외흡수의 기전은 다음과 같다. 치아에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 압축
71) Killiany D, Root resorption caused by orthodontic treatment: An review of
literature. Semin. Orthodon. 1995;5(2): 128-133.
72) Sameshina GT, Sinclair PM, Predicting and preventing root resorption: Part
I. Diagnostic factor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1;119(5): 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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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compression zone)에서 치조골과 치주인대에 혈류가 차단되어 저산소
증(hypoxia)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치조골이 괴사되면서 초자화
(hyalinization) 되고, 개조를 위해 파골세포(osteoclast)가 초자화된 부위
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근면의 백악질도 같이 제거되어 치근 외흡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과정은 교정력에 의한 일종의 염증
반응(치주질환과 달리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균성 염증(aseptic
inflammation)이라고도 한다.)으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과도한 교정력을
피하는 것이 치근 외흡수를 방지하는 가장 일차적인 방법일 것이라 생각
되지만, 동일한 교정력에 대해서도 어떤 환자는 심한 치근 외흡수가 발
생하지 않는 반면, 어떤 환자는 심한 치근 외흡수가 발생해 이를 예측하
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치근 외흡수를 예측하기 위해 교정치료 시 가해
진 교정력의 크기 뿐 아니라, 교정치료의 방법이나 사용한 기구, 치료기
간, 환자의 치근흡수 기왕력, 발치 여부 등 여러 매개변수(parameter)에
대해서 연구가 이뤄졌다.73) 74) 75) 76) 하지만 아직까지 심한 치근 외흡수
를 예측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치근 외흡수의 방지에서 중요한 것은 백악질이 무균성 염증 반응으로
인해 인접한 초자화된 치조골이 파골세포(혹은 파치세포(odontoclast)라
고도 한다.)에 의해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Andreasen의 치근 표면






73) Gonzales C, Hotokezaka H, Yoshimatsu M, Yozgatian JH, Darendeliler MA,
Yoshida N, Force magnitude and duration effects on amount of tooth
movement and root resorption in the rat molar., Angle Orthodontist., 2000;78:
502-509.
74) McNab S, Battistutta D, Taverne A, Symons AL, External apical root
resorption following orthodontic treatment., Angle Orthod. 2000;70(3): 227-232.
75) Mohandesan H, Ravanmehr H, Nasser V, A radiographic analysis of external
apical root resorption of maxillary incisors during active orthodontic
treatment., Eur. J. Orthod. 2007;29(2): 134-139.
76) Roberto de Freitas M, Beltrao RTS, Janson G, Henriques JFC, Chiqueto K,
Evaluation of root resorption after open bite treatment with and without
extraction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132(2): 143.e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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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치아 재식립 시 염증성 치근흡수(inflammatory root resorption)
에 대한 연구77)에 따르면, 치근 표면에서 백악질을 제거한 후 치아 재식
립을 하면 제거한 표면에서 염증성 치근흡수가 발생했다. 즉, 백악질이
염증성 치근흡수를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교정
력에 환자마다 백악질 흡수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분자
수준의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염증반응에서 나타나는 여
러 사이토카인(cytokine) 등과 이에 대한 백악질의 반응에 대한 분자수
준의 이해는 교정치료를 할 때, 심한 치근 외흡수 발생 위험이 높은 환
자를 치료 전 예측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이다.
2. 표면에 백악질과 치주인대를 가진 치과 임플란트의 제작
현재 치과 영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
(dental implant)일 것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시술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
을 주는 매개변수들이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시술의 성공
률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지금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상실된 치아의 수복을 위한 예측 가능한 치료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즉, 골유착(osseointegration)을
통해 악골에 고정되기 때문에 교합력이 작용할 때 골 자체의 변형에 준
하는 변위(1-3μm)만 가능하다. 즉, 자연치에서 교합력에 대한 완충작용
으로 일정 수준(25-40μm)의 치아변위를 허용해주는 치주인대가 없다. 결
77) Andreasen, J. 0., Analysis of topography of surface- and inflammatory root
resorption after replantation of mature permanent incisors in monkeys. Swed.
Dent. J. 1980; 4: 135-144.

- 21 -

국 자연치의 유착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치아의 생리적인 근심이동
(physiologic mesial drift)도 불가능해 장시간 사용했을 때, 음식물의 압
입(food impaction)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치주인대의 중
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고유감각수용(proprioception) 능력도 없어, 소위 씹
는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위와 같은 단점들은 궁극적으로 치주인대
가 없어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치아 발생과정의 정밀한 기전을 이해하지 못해 치아를 완전히
재생하는 것이 요원한 상태에서 표면에 백악질과 치주인대를 갖는 치과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78) 79) 80) 81) 82) 즉, 골과
유사한 조직인 백악질 역시 임플란트 표면에 유착 가능할 것이고, 이렇
게 침착된 백악질에 치주인대의 샤피 섬유가 수직으로 삽입되게 만들 수
있다면, 이후의 과정은 치아 재식립과 비슷할 것이며, 현재의 치아 재이
식과 같은 수준의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측 가능한 치주조직 재생의 실현
78) Buser D, Warrer K, Karring T, Stich H, Titanium implants with a true
periodontal ligament: An alternative to osseointegrated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0;5: 113-116.
79) Warrer K, Karring T, Gotfredsen K,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around
different types of dental titanium implants. I. The self-tapping screw type
implant system., J. Periodontol. 1993;64: 29-34.
80) Takata T, Katauchi K, Akagawa Y, Nikai H, New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on a synthetic hydroxyapatite surface., Clin. Oral Implants Res.
1993;4: 130-136.
81) Takata T, Katauchi K, Akagawa Y, Nikai H, New connective tissue
attachment formation on various biomaterials implanted in roo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1994;9: 77-84.
82) Choi BH, Periodontal ligament formation around titanium implants using
cultured periodontal ligament cells : A pilot study.,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00;15: 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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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치주질환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비가역적(irreversible)인 질
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치료의 방향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치주조직 재생은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향이지만, 예측 가능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주
재생적인 치료방법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GTR이다. (GTR의
원리를 이용해, 치과 임플란트를 골 흡수가 심한 부위에 식립하기 위해
골 조직만을 재생하는 방법으로서 골 유도 재생술식(Guided Bone
Regeneration, GBR) 역시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
한 치주조직의 각 구성요소를 예측 가능하게 회복이 아닌 재생의 수준으
로 치유하기에는 모자라다. 이는 위에서 기술했듯, 치주조직의 발생 및
회복 기전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특히 치주인대와
백악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치주조직의 예측 가능한 재생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4절.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 백악모세포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세포(특히 백악모세포)
가 필요한데, 백악질은 비교적 최근까지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세포를
구하기 어려웠다. 이는 일차적으로 백악질은 양적으로 많은 조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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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차적으로는 백악질(특히 CIFC)이 과연
골과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오랜 의문 때문이었다.83) 즉, 백악질과 골이
위치적인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조직이라면, 이를 형성하는 백악모세포와
조골세포도 같거나, 최소한 유사할 것이라는 의문이 있어왔다. 하지만,
여러 실험 결과들을 종합한 최근의 의견84)은 백악질은 골조직과는 명백
히 다르며, 백악모세포 역시 그 기원과 성질이 조골세포와는 다르다는
데 이르고 있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직 백악모세포의 기원에 대
한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미진한 백악질 발생 기전
에 대한 이해 및 재생에의 응용이 보다 구체화되려면 결국 분자 수준의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연구에 적합한 백악모세포가 필
수적이다. 이번 절에서는 분자, 세포적 수준에서 백악질 발생 및 재생 연
구에 많이 사용되어 온 세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조직의 발생 및 재생 연구를 위한 세포의 출처85)
경조직(골,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의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를 위해
기관 배양(organ culture)이나 일차 세포(primary cell), 미분화 세포
(undifferentiated cell) 혹은 줄기 세포(stem cell), 그리고 세포주(cell
line)의 배양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표 2-2]에 정리했다.
83) MacNeil RL, Sheng N, Staryhorn C, Fisher LW, Somerman MJ, Bone
sialoprotein is localized to the root surface during cementogenesis., J. Bone.
Miner. Res. 1994;9(10): 1597-1606.
84) Bosshardt D.D., Are cementoblasts a subpopulation of osteoblasts or a unique
phenotype?, J. Dent. Res. 2005;84(5): 390-406.
85) Adele L. Boskey, Rani Roy, Cell Culture Systems for Studies of Bone and
Tooth Mineralization, Chem. Rev. 2008;108(11): 47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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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단점

organ culture

primary cell

stem cell

cell line

장 점
① 조직 및 기관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연구 가능
② 경조직 형성·개조를
표본에서 확인 가능하고,
배지(media)의 영향을 덜
받음
③ 조직의 통합적 작용을
볼 수 있어 재생 연구가
용이함
① 경조직 재생 연구에서
배양 후 재이식할 때, 면
역거부반응을 걱정하지 않
아도 됨
② 생체 내 환경을 비교적
잘 재현함
①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
② 하나의 세포로 조직,
기관까지 형성 가능
① 배양 횟수에 영향을
덜 받고, 동일 조건에서
동일한 표현형을 안정되게
나타냄
② 특정 유전적, 화학적
처리가 경조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유리

단

점

① 실험 전 조직에 이미
소량의 경조직이 있으면,
경조직 형성을 도와 실험
의 신뢰성을 낮춤
① 배양이 어려움
② 동일 조건에서 안정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음
① 채취가 어려움
②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
(배아 줄기세포)
③ 기형종(teratoma) 발생
위험성
① 생체 내 상황의 재현
어려움

[표 2-2] 경조직 연구에서 세포의 출처에 따른 장・단점
이러한 출처 가운데 현재까지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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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 것은 세포주에 의한 것이다. 다른 경조직인 골, 상아질, 법랑
질에 비해서 백악질에서 기관 배양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백악질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차 세포, 줄기 세포를 사용하는 추세인데, 특히 줄기 세포에 대해
서는 추후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세포주는 약 15년 전에야
개발되었다. 세포주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정은 불멸화를 위해 세포를
변형(transformation)시키는 과정과 이렇게 변형된 세포가 백악질 형성
세포인지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현재 소 유래의 BCPb8 세포주와 쥐 유
래의 OCCM-30 세포주가 많이 사용되고, 사람 유래의 HCEM 세포주도
최근 개발되었다. 이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OCCM-30
D’Errico 등이 1999년에86) 쥐의 첫 번째 대구치 치근에서 백악모세포/
치주인대 세포 집단을 얻은 후, 이들을 SV-40(Simian Virus-40)을 이용
해 불멸화시켰다. (이는 SV-40 유전자에는 큰 T 항원(large T-antigen)
을 암호화하는 TAg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p53이나
Rb(retinoblastoma protein)을 암호화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에 끼어들어가(transforming) 그 작용을 교란시키기 때
문이다.)
이후 2000년에 발표한 논문87)에서는 이 TAg가 OCN promoter와 연결
86) D’Errico JA, Quyang H, Berry JE, MacNeil RL, Strayhorn C, Imperiale MJ,
Harris NL, Goldberg H, Somerman MJ, Immortalized cementoblasts and
periodontal ligament cells in culture., Bone. 1999;25(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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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전자 변형(transgenic) 쥐를 만들었다. 이 쥐의 첫 번째 대구치 치
근에서 세포들을 얻은 후, OCN을 형성하는 세포(즉, 경조직을 형성하는
백악모세포)만을 선별했다. (TAg가 OCN promoter와 연결되어 있어, 백
악모세포만 불멸화되므로, 이를 이용해 선별하였다.) OCCM 이라는 명칭
은 OCN과 백악모세포(cementoblast)에서 왔다. 이들은 실제 BSP, OPN,
OCN을 발현했고, Ⅰ형과 Ⅻ형 아교질도 발현했다. 또한 PTHⅠR(type
Ⅰ PTH/PTHrP receptor)을 발현하는 등 백악모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어 백악모세포 세포주로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백악모
세포 세포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3. BCPb8
Saito 등이 2002년에88) 소의 치배(tooth germ)에서 치낭 세포들(bovine
dental follicle cells, BDFCs)을 추출한 후, SCID(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쥐에 이식해 경조직 형성 여부를 확인했다. 치조골
조골세포들(bovine alveolar osteoblasts, BAOBs)나 치주인대 세포들
(bovine periodontal ligament cells, BPDLs)과 비교해서 BDFC는 CAP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분석법(immunohistochemical assay)을 시행했을 때,
BAOB와 BPDL보다 뚜렷한 CAP의 발현을 보였다. RT-PCR 결과에서
도 BSP, OPN, OCN, Ⅰ형 아교질을 발현함을 보여, 백악질을 형성할 수
87) D’Errico JA, Berry JE, Quyang H, Strayhorn CL, Windle JJ, Somerman MJ,
Employing a transgenic animal model to obtain cemetoblast in vitro., J.
periodontol. 2000;71(1): 63-72.
88) Handa K, Saito M, Tsunoda A, Yamauchi M, Hattori S, Sato S, Toyoda M,
Teranaka T, Narayanan AS, Progenitor cells from dental follicle are able to
form cementum matrix in vivo., Connect. Tissue Res. 2002;43: 40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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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포군임을 증명했다. 이후, 2005년에89) BDFCs에 레트로 바이러스
(retrovirus)를 이용해 Bmi-1 유전자(BMI-1을 암호화, B lymphoma
Mo-MLV Insertion region 1 homolog의 약어로 CDK(cyclin-dependent
kinase)인 p16과 p19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한다. 이 중에
서 p16 발현이 저해되어 Rb가 과인산화(hyperphosphorylation) 됨으로
기능이 저해된다.)와 hHERT(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유전자를 도입해서 불멸화 시켰다. 이후 이들 세포군을 단일세포 클론으
로 나눈 후, SCID 쥐에 이식시켜서 경조직을 형성하는 세포들을 선별했
다. 이들 중 하나가 BCPb8으로 명명된 세포주이며, 이 세포주는 CAP
항체로 표지되었고, BSP, OPN, OCN, Ⅰ형 아교질을 발현하여 백악모세
포 전구세포임이 증명되었다.
BCPb8은 아직 OCCM-30보다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지지는 않지만, 치
낭에서 유래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져, OCCM-30보다 덜 분화된 세포로
인정받고 있으며, 백악질 발생 및 재생에 대한 연구에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4. HCEM
Kitagawa 등은 2006년에90) 사람의 발치된 치아에서 백악질 표면의 세
89) Saito M, Handa K, Kiyono T, Hattori S, Yokoi T, Tsubakimoto T, Harada
H, Noguchi T, Toyoda M, Sato S, Teranaka T, Immortalization of
Cementoblast Progenitor Cells With Bmi-1 and TERT., J. Bone Miner. Res.,
2005;20(1): 50-57.
90) Kitagawa M, Tahara H, Kitagawa S, Oka H, Kudo Y, Sato S, Ogawa I,
Miyaichi M, Takata T, Characterization of established cementoblast-like cell
lines from human cementum-lining cells in vitro and in vivo., Bone.
2006;39(5): 103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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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을 효소로 정제해 ALP 활성이 높고 광화를 하는 세포들을 추출한
후, BCPb8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게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용해
hTERT 유전자를 이 세포들에 도입시켜 불멸화된 세포주를 만들었다.
HCEM은 사람에서 유래한 백악모세포 세포주라는 점이 특징이며, 세포
군으로서 다양한 분화기(differentiation stage)를 갖는다. 뒤에서도 서술
하겠지만, 연구자들은 이들 각각의 세포들이 기존의 경조직에서 발현되
는 Ⅰ형 아교질, BSP, CEMP-1(차후에 기술), OCN, ALP, Runx-2 들을
발현하는 양상(pattern)을 수집해 일종의 표지인자와 같은 개념으로 적
용, 백악질 형성 세포를 분화기에 따라 식별하려 하고 있다.

5절. 최근까지 백악질 재생 연구의 난점(難點)
1.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의 부재(不在)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
(cementum specific marker)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생체 조절인
자에 의한 줄기세포나 전구세포의 백악모세포로의 분화나 특정부위로의
유인, 증식, 성숙, 광화와 같은 기능의 발현 등에 대한 연구가 제약을 받
게 된다.
위에서도 서술했듯, 백악질 내의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들은 백악질
주변의 국소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아교
질성 기질 단백질들이 백악질 뿐 아니라 골 조직에서도 발견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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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근까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
고, 몇 몇 단백질들이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연구
되어졌다.
우선 CAP(Cementum derived Attached Protein)이 발표되었다.91) 92) 93)
이 단백질은 Ⅰ형 아교질 유사 단백질로 세포의 부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94)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은 CGF(Cementum specific Growth
Factor)였다.95) 96) 역시 이후의 연구들97)을 통해 IGF-1(Insulin like
Growth Factor-1)와 유사한 단백질임이 밝혀졌는데, 치은 섬유모세포
(gingival fibroblast)나 치주인대 세포의 세포분열(mitosis)을 촉진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백악질 특이적인가에 대해 1997년 D’Errico 등은 백
악질 특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98)






91) McAllister B, Narayanan AS, Miki Y, Page RC, Isolation of a fibroblast
attachment protein from cementum., J. Periodontal Res. 1990;25(2): 99–105.
92) Arzate H, Olson SW, Page RC, Gown AM, Narayanan AS, Production of a
monoclonal antibody to an attachment protein derived from human cementum.,
FASEB J. 1992;6: 2990-2995.
93) Olson S, Arzate H, Narayanan AS, Page RC, Cell attachment activity of
cementum proteins and mechanism of endotoxin inhibition., J. Dent. Res.
1991;70(9): 1272-1277.
94) Wu D, Ikezawa K, Parker T, Saito M, Narayanan AS, Characterization of a
collagenous cementum-derived attachment protein., J. Bone Miner. Res. 1996;
11: 686-692.
95) Yonemura K, Narayanan AS, Miki Y, Page RC, Okada H, Isolation and
partial characterization of a growth factor from human cementum., Bone
Miner. 1992;18: 187–198.
96) Yonemura K, Raines EW, Ahn NG, Narayanan AS. Mitogenic signaling
mechanisms of human cementum-derived growth factors., J. Biol. Chem.
1993:268: 26120–26126.
97) Ikezawa K, Hart CE, Williams DC, Narayanan AS, Characterization of
cementum derived growth factor as an insulin-like growth factor-I like
molecule., Connect. Tissue Res. 1997;36: 309–319.
98) D’Errico JA, MacNeil RL, Takata T, Berry J, Strayhorn C, Somerman MJ,
Expression of bone associated markers by tooth root lining cells, in situ and
in vitro., Bone. 1997;20: 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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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 내 국소 미세환경 재현의 어려움
치주조직 재생을 위한 전략 중,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이 생체 외(in
vitro)에서 어느 정도 조직을 형성한 후, 생체 내(in vivo)로 이식해 완전
한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면역적으로 이식 거부 반응(graft
rejection)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체 외에서 조직 재생을 할 때 환자의 세
포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생체 외에서의 조직 배양과 생체 내에서의 조직 배양
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다. 즉, 비교적 예측가능하
면서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다. 생체 내 재생과 생체 외 재생의 장·단점
을 [표 2-3]에 정리하였다.
장・단점

장 점
생체 내 조직재생 완전한 조직재생 가능
생체 외 조직재생 예측 가능함

종류

단 점
예측 가능하지 않음
완전한 조직재생 어려움

[표 2-3] 생체 내/생체 외 조직 재생의 장․단점

하지만 이 전략의 전반부인 생체 외 조직 재생에서 실제 생체 내와 같
지 않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국소 미세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위에서 기술했듯이, 백악질과 치주인대의 발생 및 재생 과정에서 백악질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생체 조절인자들은 시간적(temporally), 공간적
(spatially)으로 매우 정교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환경을 재현
하는 것이 현재의 세포 배양 체계로는 아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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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로, 위에서 서술한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의 백악질의 반응을
보고자 하면 단순히 배양 세포에 압축력(compressive force)이나 신장력
(tensile force)을 가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생체 내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다. 백악질 재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백악세포는 광화된 백악질
내에 매립되어 있다. 각각의 백악세포는 소강(lacunae)이라는 공간 내에
갇혀 있고, 소관(canaliculi)을 통해 세포돌기(cellular process)를 백악질
표면 쪽으로 뻗어 종종 백악질 표면에 존재하는 백악모세포와 연결되거
나, 자신들끼리 연결한다. 비록 백악질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지만, 백악
세포는 이런 구조를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치주인대로부터
확산(diffusion)에 의해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한다. 골세포(osteocyte)와
같이 각 골세포끼리 합포체(syncytium)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골세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골 조직과 같이 광화된
백악질 기질과 백악세포 사이에는 매우 좁은 공간(pericementocytic
space)이 있어, 이 공간으로 유체(fluid)가 존재한다. 즉, 백악세포는 외부
의 기계적인 압력을 이 유체의 흐름으로 변환해서 인지하게 된다. Owan
등은 1997년 실험을 통해 골모세포가 압축력이나 신장력 같은 기계적 압
력보다 유체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였다.99) 이는 백악세포에
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세포 배양을 할 때, 유체 흐름을
가하는 세포 배양 체계가 현재 개발되기는 했지만, 백악세포에 가해지는
것과 유사한 유체의 흐름을 가하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

99) Owan I, Burr DB, Turner CH, Qiu J, Tu Y, Onyia JE, Duncan RL,
Mechanotransduction in bone: osteoblasts are more responsive to fluid forces
than mechanical strain. Am. J. Physiol. 1997;273(3 pt 1): C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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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최근의 백악질 재생 연구와 조직공학
위와 같은 백악질 재생 연구에 있어서의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의 큰 흐름인 조
직공학(tissue engineering)의 관점에서 백악질 재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직공학은 세포, 생체 조절인자, 지지체(scaffold)의 3 요소를 이용해
인공적으로 생체조직을 만들어내는 다학제(multidisciplinary) 학문으로
공학, 재료학, 의학, 생물학의 다양한 지식이 융합되어야 한다.100) 이번
절에서는 백악질 재생에 대한 최근 연구를 세포, 생체조절인자, 지지체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의 세포적 측면
최근의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관심을 끄는 세포는 줄기세포이
다. 줄기세포는 전구세포와는 다른 개념으로 전구세포(progenitor cell)보
다 분화가 덜 되어 있고, 재생 능력(regeneration capacity)가 더 높다.
사람의 경우 간(liver)이나 골의 세포는 배아 발생(embryonic
development) 과정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재생 능력이 좋다. 따라서
이들 조직의 경우 치유는 거의 재생의 수준으로 일어나는 반면, 신경세
포(neuron)나 심근세포(cardiac myocyte) 등은 소위 영구 세포
(permanent cell)로서 분화가 완료된 상태로 개체가 죽을 때까지 기능한
다. 따라서 이들 조직에서의 치유는 항상 회복의 형태로 일어난다고 여
100) Langer RS, Vacanti JP, Tissue engineering: the challenges ahead., Sci. Am.
1999;280(4):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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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들 조직에는 줄기세포와 같은 분화되지 않은 상
태의 세포가 없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McKay 등의 연
구101)에 의하면 뇌와 같이 기존에 줄기세포가 없다고 여겨진 조직에서
줄기세포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조직에 줄기세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줄기세포는 전형성능(totipotency)이나 다형성능(pluripotency)을 갖는데,
이로 인해 최근 조직재생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나의 세포
로 다양한 조직을 재생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치주조직
재생 연구에서도 줄기세포는 각광받고 있다. 특히 치주조직의 각 구성
요소가 치은 상피를 제외하고 모두 외배엽 유래 중간엽 세포
(ectomesenchymal cell)로부터 분화102)되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로 분화
가능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치주조직 재생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줄기 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와 성체 줄기세
포(adult stem cell)로 나눌 수 있다. 배아 줄기세포는 한 개체를 이루는
모든 세포들의 어머니로 이론적으로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형
성능을 갖는다.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가 된 줄기세포로
다형성능을 갖고, 분화의 계열(lineage)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원래
이들이 있던 부위에 이식했을 때, 특정 장기나 조직으로만 분화가능하
다.(site-specific differentiation). 재생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배아 줄
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보다 유리하나 기형종(teratoma)의 발생 가능성
이나 윤리적 문제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표 2-4]
101) McKay R, Stem cell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Science. 1997; 276:
66-71.
102)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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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장・단점

장

점

전형성능 가짐
배아 줄기세포 ①
② 자기증식능이 우수
① 위치 특이적(site-specific)
으로 분화
② 역분화(reprogrammed
성체 줄기세포 differentiation)나 변환분화
(trans-differentiation) 같은
후생적 유동성(epigenetic
plasticity) 가짐

단

점

① 체내 이식 시 기형종
(teratoma) 발생 가능성
② 연구 윤리의 장벽
① 생체 외 배양에서 분화능
쉽게 소실
② 채취 가능한 양이 적음

[표 2-4]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장․단점

위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하면, 치아 및 치주조직 재생에는 성체줄기
세포가 더 안전하고 연구의 제약이 적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치과 영역에서는 구강 내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찾아 치아 및 치주
조직의 재생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와 같은 구강 내의 성체
줄기세포를 치아 줄기세포(dental stem cell)라고 하며, 최근까지 발견된
치아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우선 치주인대 유래 줄기세포(PDL Stem Cell, PDLSC)이다. 기존의 연
구들에서 치주인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엽 세포들이 있음이 밝혀졌었
다. 이 중에서 어떤 세포군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뿐 아니라, 조골세포와
백악모세포로도 분화 가능해 재생 및 회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
었다. 최근 중간엽 유래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의 표지
자인 STRO-1과 CD 146/MUC 18로 표지되는 세포가 치주인대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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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었다.103) 이들은 배양 조건에 따라 백악모세포 유사 세포
(cementoblast-like cell)와 지방세포(adipocyte)로 분화되었다.
치아의 발생 과정에서 치수(pulp)는 상아질과 함께 치유두(dental
papilla)에서 분화된다. 치아 수복학 분야에서의 관심은 치아 우식증, 외
상 등에 의해 손상된 상아질과 치수를 재생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치수
내의 줄기세포를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Gronthos 등이 성인
영구치 치수에서 역시 STRO-1에 표지되는 세포인 치수 유래 줄기세포
(Dental Pulp Stem Cell, DPSC)를 추출해 냈다.104) (다른 중간엽 유래
줄기세포와 구별하기 위해 DPSC에 대한 표지인자로 이후에 CD34,
flk-1, c-kit 등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에서 DPSC를 지지체로 HA /
TCP(Tri-Calcium Phosphate)를 사용해 면역 억제된 쥐에 이식했을 때,
상아질·치수 유사 구조를 생성해냈다. DPSC를 다른 지지대와 생체조절
인자를 가했을 때, 어떤 구조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
다.105) 106) 107) 108) 109) 110) 이들 모두에서 DPSC는 경조직을 생성해 내었










103) Seo BM, Miura M, Gronthos S, Bartold PM, Batouli S, Brahim J, Young M,
Robey PG, Wang CY, Shi S, Investigation of multipotent postnatal stem cells
from human periodontal ligament., Lancet 2004;364(9429): 149-55.
104) Gronthos S, Mankani M, Brahim J, Robey PG, Shi S, Postnatal human
dental pulp stem cells (DPSCs) in vitro and in vivo., Proc. Natl. Acad. Sci.,
2000;97(25): 13625-30.
105) Papaccio G, Graziano A, d’Aquino R, Graziano MF, Pirozzi G, Menditti D,
De Rosa A, Carinci F, Laino G, Long-term cryopreservation of dental pulp
stem cells (SBP-DPSCs) and their differentiated osteoblasts: a cell source for
tissue repair., J. Cell Phy. 2006;208(2): 319-25.
106) Yang X, Walboomers XF, van den Beucken JJ, Bian Z, Fan M, Jansen JA,
Hard tissue formation of STRO-1-selected rat dental pulp stem cells in vivo.,
Tissue Eng. Part A. 2009;15(2): 367-75.
107) El-Backly RM, Massoud AG, El-Badry AM, Sherif RA, Marei MK,
Regeneration of dentine/pulp-like tissue using a dental pulp stem
cell/poly(lactic-co-glycolic) acid scaffold construct in New Zealand white
rabbits., Aust. Endod. J. 2008;34(2): 52-67.
108) Iohara K, Nakashima M, Ito M, Ishikawa M, Nakasima A, Akamine A,
Dentin regeneration by dental pulp stem cell therapy with recombinant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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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d’Aquino 등의 연구는 사람에서 하악 제 3 대구치를 발치한 후
발생한 하악골 결손부를 수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치수 내
에서 다른 표지인자로 표지되는 줄기세포가 추출되었는데, 이들은 신경
과 혈관 등을 생성했다.111)
또한 제 3 대구치나 치근이 폐쇄되지 않은 유치, 영구치의 치근단부인
치유두에도 줄기세포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Ikeda 등은 2006년, 치
유두에서 치유두 유래 줄기세포(Dental Papilla Stem Cell, DPPSC)를 추
출해냈다.112) 또한 치주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치낭에도 줄기
세포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고, 제 3 대구치의 치배(tooth germ)로부터
치낭 유래 줄기세포(Dental Follicle Stem Cell, DFSC)가 추출되었다.113)
이들 논문에서 DPPSC나 DFSC는 모두 골형성 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들 치아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 분화 계열이 결정되어 있지만, 배양
조건을 달리 하면, 경조직 외의 다른 조직(예를 들어, 연골조직, 지방조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J. Dent. Res. 2004;83(8): 590-5.
109) d’Aquino R, Rosa AD, Lanza V, Tirino V, Laino L, Graziano A, Desiderio
V, Laino G, Papaccio G, Human mandible bone defect repair by the grafting
of dental pulp stem/progenitor cells and collagen sponge biocomplexes. Eur.
Cells Mater. 2009;l2: 75-83.
110) Kenji I, Yoichi Y, Sayaka N, Minoru U, Osteogenic potential of effective
bone engineering using dental pulp stem cells, bone marrow stem cells, and
periodteal cells for ossteointegration of dental implant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2011;26(5): 947-54.
111) Nakashima M, Iohara K, Sugiyama M, Human dental pulp stem cells with
highly angiogenic and neurogenic potential for possible use in pulp
regeneration., Cytokine Growth Factor Rev. 2009;20(5-6): 435-440.
112) Ikeda E, Hirose M, Kotobuki N, Shimaoka H, Tadokoro M, Maeda M,
Yoshiko H, Tadaaki K, Hajime O,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dental
papilla mesenchymal cells., Biochem. Biophy. Res. Commun. 2006;342(4):
1257-62.
113) Morsczeck C, Gotz W, Schierholz J, Zeilhofer F, Kuhn U, Mohl C, Sippel C,
Hoffmann KH, Isolation of precursor cells (PCs) from human dental follicle of
wisdom teeth., Matrix Biol. 2005;24(2): 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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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신경조직, 혈관조직 등)으로 분화가 가능하다.114) 115) 116)
치아 줄기세포는 비교적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발치된 치아(특히 매복된
제 3 대구치)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단 치아나 치주조직 같은 구
강 내 조직이 아닌, 신체 다른 부위의 조직 재생 연구에 치아 줄기세포
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치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더 관심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에서 생체 조절인자의 측면
최근의 조직 재생 연구의 한 축은 복잡하면서 정교하게 조절되는 생체
조절인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각을 맞추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치주조직과 같이 매우 좁은 공간 내에 비록 발생학적인 기원
은 같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 조각
맞추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생체 조절인자가 시간적, 공
간적, 양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 맞추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개체의 재생 능력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
다. Chen 등의 2010년 review 논문117)에서도 소개된 내재성 재생 치료
114) Jo YY, Lee HJ, Kook SY, Choung HW, Park JY, Chung JH, Choung YH,
Kim ES, Yang HC, Choung PH,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ostnatal
stem cells from human dental tissues., Tissue Eng. 2007;13(4):767-73.
115) Zhang W, Walboomers XF, Shi S, Fan M, Jansen, JA, Multilineage
differentiation potential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dental pulp after
cryopreservation., Tissue Eng. 2006;12(10): 2813-23.
116) d’Aquino R, Graziano A, Sampaolesi M, Laino G, Pirozzi G, De Rosa A,
Papaccio G, Human postnatal dental pulp cells co-differentiate into osteoblasts
and endotheliocytes: a pivotal synergy leading to adult bone tissue formation.
Cell Death Differ. 2007;14(6): 11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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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genous regenerative therapy, ERT)가 그것인데, 이 논문에서 ERT
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기대되는 생체 조절인자로 법랑 기질 추출물
(enamel matrix derivatives, EMD)인 emdogain이나, PRP(platelet rich
plasma), 그리고 사람의 PDGF, FGF, BMP, IGF 등과 같은 성장인자들
을 예로 들고 있다.(성장인자의 경우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recombinant)을 이용, 대량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은 임상적으로도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들 생체 조절 인자는 결론 및 전망에서 다루고,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
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각각의 생체 조절인자에 대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생체의 내재적인 재생 능력을 뛰어 넘는 재생도 가능하다
는 점이다. 하지만 생체 외 배양의 한계로 인해, 전체 생체 조절인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그 효과가 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 중에서 위에
서 살펴본, 그 기능에 대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뤄진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 외에 최근 치주조직, 특히 골(과 유사한 백악질) 재생에 있어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연구의 한 방향은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를 찾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백악질 특이 표
지인자를 찾기 보다는 실제 백악질을 형성하는 세포에서 나타나는 Ⅰ형
아교질, BSP, CEMP-1, OCN, ALP, Runx-2의 발현 양상을 통해서 백악
모세포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118)이다.(이 연구는
117) Chen FM, Zhang J, Zhang M, An Y, Chen F, Wu ZF, A review on
endogenous regenerative technology in periodontal regenerative therapy.,
Biomaterials. 2010;31: 7892-7927.
118) Kitagawa M, Tahara H, Kitagawa S, Oka H, Kudo Y, Sato S, Ogaw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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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질 특이 표지 인자를 통해 백악질 형성 세포를 식별하겠다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연구를 위해 불멸화하기는 했으나, 증식, 분화, 광화 등의
과정에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은 다양한 분화기의 백악질 형성 세포군을
확보하고, 이들이 경조직 표지인자인 Ⅰ형 아교질, BSP, CEMP-1, OCN,
ALP, Runx-2를 발현하는 양상을 수집한 후, 차후의 연구에서 백악질
형성 세포가 어느 분화기의 것인지를 판별하려 했다.)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에 대한 연구의 다른 한 방향은 새로운 백악질 특
이 표지인자를 찾는 것이다. 최근에 발견된 백악질 특이 표지인자 후보
로 CEMP-1(CP-23)이 있다.119) CEMP-1은 치주인대의 특정 세포군과
백악모세포에서 발현되는데, 아직까지 백악질 특이 단백질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다만, Paula-Silva 등의 2010년 연구120)에 의하면, 이 단백질은
새로 형성되는 백악질양(cementoid) 조직에서 발현된다. 또한 그 기능에
대해서 동일 연구에서 화학적 유인물(chemoattractant)로서 광화를 촉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골형성(osteogenic) 세포
가 아닌 세포를 분화시켜 광화를 유도121)했으며, OCP(octacalcium
phosphate)의 핵형성(nucleation)을 촉진122)시키기도 했다.
Miyaichi M, Takata T, Characterization of established cementoblast-like cell
lines from human cementum-lining cells in vitro and in vivo., Bone.
2006;39(5): 1035–1042.
119) Alvarez-Perez, M.A., Narayanan, S., Zeichner-David, M., Rodriguez
Carmona, B., Arzate, H., Molecular cloning, expression and immunolocalization
of a novel human cementum-derived protein (CP-23)., Bone 2006;38: 409-419.
120) Paula-Silva FW, Ghosh A, Arzate H, Kapila S, da Silva LA, Kapila YL,
Calcium hydroxide promotes cementogenesis and induces cementoblastic
differentiation of mesenchymal periodontal ligament cells in a CEMP1- and
ERK-dependent manner., Calcif. Tissue Int. 2010;87: 144–157.
121) Carmona-Rodriguez B., Alvarez-Perez M.A., Narayanan A.S.,
Zeichner-David M., Reyes-Gasga J., Molina-Guarneros J., Garcia-Hernandez
A.L., Suarez-Franco J.L., Chavarria I.G., Villarreal-Ramirez E., Arzate H.,
Human cementum protein 1 induces expression of bone and cementum
proteins by human gingival fibroblasts.,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7;358: 76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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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생체 조절인자로 위에서 언급한 피로인산
이 있다. 피로인산은 Fleisch 등에 의해 골에서 HA의 침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23) 특히 세포 밖의 피로인산 농도가 중요한 것으
로 이해되어 왔는데, 백악질 발달과 세포 밖의 피로인산의 농도 간 연결
고리가 저인산분해효소증이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세포
밖의 피로인산 농도가 높아지는 저인산분해효소증 같은 경우 피로인산을
무기인산(inorganic phosphate)으로 분해하는 TNAP라는 효소가 결손되
어 발생한다. 그런데 저인산분해효소증을 앓는 환자의 경우 백악질의 표
현형이 정상과 다르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백악질 무형성(aplasia)이나 저
형성(hypoplasia)이 관찰되었다.)124) 125) 그런데, 토끼에서 세포 밖의 피
로인산 농도가 높아지면, AEFC의 형성이 억제되지만, CIFC는 영향 받
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백악질 발생 및 재생 연구에서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126)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를 변화시키는 효소로 TNAP 외에
ANK(progressive ankylosis protein)127)와 NPP-1(ectonucletide
pyrophosphatase phosphodiesterase 1) 또는 CP-1128) 역시 최근 많이 연


122) Villarreal-Ramirez E, Moreno A, Mas-Oliva J, Chavez-Pacheco JL,
Narayanan AS, Gil-Chavarria I, Zeichner-David M, Arzate H,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human cementum protein 1 (hrCEMP1): primary role in
biomineralizatio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9;384(1): 49-54.
123) Fleisch H, S Bisaz, Mechanism of calcification: inhibitory role of
pyrophosphate. Nature. 1962;195: 911.
124) van den Bos T, Handoko G, Niehof A, Ryan LM, Coburn SP, Whyte MP,
Beertsen W, Cementum and dentin in hypophosphatasia., J. Dent. Res.
2005;84(11): 1021–1025.
125) Whyte MP, Hypophosphatasia and the role of alkaline phosphatase in
skeletal mineralization., Endocr. Rev. 1994;15: 439–461.
126) Groeneveld MC, Everts V, Beertsen W,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in the
periodontal ligament and gingiva of the rat molar: its relation to cementum
formation., J. Dent. Res. 1995;74: 1374-1381.
127) Ho AM, Johnson MD, Kingsley DM, Role of the mouse ank gene in control
of tissue calcification and arthritis., Science 2000;289: 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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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어지고 있다. 이들 세 가지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표 2-5]에 정
리하였다.
이름

기능

기
능
e  → e  
e[  ] ↓
i → e
e[  ] ↑
e  → e  + e 
e[  ] ↑

TNAP







ANK







NPP-1



결 손 질 환
hypophosphatasia
craniomethphyseal dysplasia
chondrocalcinosis
vascular calcification

[표 2-5]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의 기능과
결손시 발생질환 (e: extracellular, i: intracellular,


NTP: nucleoside triphosphate, NMP: nucleoside monophosphate)

여기서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은 칼슘 이온( )과 함께 HA의 기질인
무기인산( ) 농도의 세포 밖에서의 증가가 백악질의 형성을 촉진한
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포 밖 피로
인산 농도의 저하가 백악질 형성 촉진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피로인산의 유사체인 HEBP(1-hydroxyethylidene-1, 1-bisphosphonate)
을 이용한 연구에서 HEBP를 전신적으로 처리했을 때, 골이나 CIFC는
형성되었으나, 광화되지는 않았고, AEFC는 아예 형성되지 않았다.129)





128) Johnson KA, Hessle L, Vaingankar S, Wennberg C, Mauro S, Narisawa S,
Goding JW, Sano K, Millan JL, Terkeltaub R, Osteoblast tissue-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 antagonizes and regulates PC-1., Am. J. Physiol. Regul.
Integr. Comp. Physiol. 2000;279: R1365-77.
129) Jayawardena CK, Takahashi N, Watanabae E, Takano Y, On the origin of
intrinsic matrix of 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studies on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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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EBP는 TNAP 등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으로 피로인산의
세포 밖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세포 밖 피로인산은 정상적으로 조절되어 세포 외 무기인산의 농
도는 정상일 것이지만, 골, CIFC, AEFC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세포 밖 무기인산의 농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HEBP가 AEFC의 형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골조직과 CIFC도 광
화를 억제한 것으로 보아 세포 밖 피로인산과는 달리 조골세포나 CIFC
를 형성하는 백악모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기질 Gla 단백질(MGP, matrix Gla
protein)이 골과 치아에서 이소 발현(ectopic expression)되었을 때와 같
은 결과132)로서 MGP의 지금까지 밝혀진 기능이 광화의 억제인 점으로
봤을 때, 세포 밖 피로인산(또는 HEBP)도 이와 비슷한 기능(즉, 광화의
억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로인산의 AEFC의 형성에서의 기능에 대한 또다른 흥미로운 연구133)
는 저인산분해효소증의 쥐(즉, TNAP 유전자 결손 쥐,    )에


130)  131)

 

cementum pearls of normal and bisphosphonate-affected guinea pig molars.,
Eur. J. Oral Sci. 2002;110: 261–269.
130) Beertsen W, Niehof A, Everts V, Effects of 1-hydroxyethylidene-1, 1bisphosphonate (HEBP) on the formation of dentin and the periodontal
attachment apparatus in the mouse. Am. J. Anat. 1985;174: 83-103.
131) Alatli-Kut I, Hultenby K, Hammarstrom L, Disturbances of cementum
formation
induced
by
single
injection
of
1-hydroxyethylidene-1,1-bisphosphonate (HEBP) in rats: light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tudies., Scand. J. Dent. Res. 1994;102: 260–268.
132) Kaipatur NR, Murshed M, McKee MD, Matrix Gla protein inhibition of
tooth mineralization., J. Dent. Res. 2008;87: 839-844.
133) Anderson HC, Harmey D, Camacho NP, Garimella R, Sipe JB, Tague S, Bi
X, Jhonson K, Terkeltaub R, Millan JL, Sustained osteomalacia of long bones
despite major improvement in other hypophosphatasia-related mineral deficits
in tissue nonspecific alkaline phosphatase/nucleotide pyrophosphatase
phosphodiesterase 1 double-deficient mice., Am. J. Pathol. 2005;166: 1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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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P-1 유전자를 결손시켜 이중 유전자 제거(double knock-out)시킨 쥐
([       ])를 만들었을 때, 저인산분해효소증이 위치 특
이적(site-specific)으로 나타남을 보인 연구이다. 즉, 두개관(calvarium)
이나 척추(vertebrae)의 경우 [       ]에서 저인산분해효
소증이 해소되었으나, 장골(long bone)에서는 저인산분해효소증이 해소
되지 않았다. 또, 이 연구에서 특이할만한 결과는 NPP-1 유전자 결손
쥐(    )에서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NPP-1이 결
손되면,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가 감소해 과광화(hypermineralization)
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두개관이나 척추에만 적용되었고, 장
골의 경우는 야생형(wild-type)보다도 저광화(hypomineralization) 되었
다. 이는 NPP-1의 경우 위치에 따라서 발현되는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134) 즉, 장골에서 NPP-1은 더 약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 더해 무기인산과 피로인산 간의 비(ratio)가 OPN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결과들도 있다.135) 136) 137)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경조직은 무기인산과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비에 매우 정교하게 OPN 같은 비아교질성 기질 단백질의 발현을


 

 

 

 





134) Ellis E. Golub, Kathleen Boesze-Battaglia, The role of alkaline phosphatase
in mineralization., Current Opinion. in Orthopaedics 2007;18: 444–448.
135) Addison WN, Azari F, Sørensen ES, Kaartinen MT, McKee MD,
Pyrophosphate inhibits mineralization of osteoblast cultures by binding to
mineral, upregulating osteopontin and inhibiting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J. Biol. Chem. 2007; 282: 15872-15883.
136) Harmey D, Johnson KA, Zelken J, Camacho NP, Hoylaerts MF, Noda

M, Terkeltaub R, Millan JL, Elevated skeletal osteopontin levels contribute
to the hypophosphatasia phenotype in Akp2(/) mice., J. Bone Miner. Res.
2006;21: 1377–1386.

137) Foster BL, Nociti FH Jr, Swanson EC, Matsa-Dunn D, Berry JE, Cupp CJ,
Zhang P, Somerman MJ, Regulation of cementoblast gene expression by
inorganic phosphate in vitro., Calcif. Tissue Int. 2006; 78: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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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한다. 이로 인해 경조직 형성 및 광화가 조절되며, 경조직의 위치나
종류에 따라 무기인산과 세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 비를 조절하는 효소들
(TNAP, ANK, NPP-1 등)의 발현이 차이나, 위치 특이적으로 형성 및
광화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EFC는 다른 조직에 비해 세
포 밖 피로인산의 농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발견들은 추후의 백악질 재생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 골 조직의 연구에서 생체 조절인자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분자들은 Hdac(histone deaceylase) inhibitor과 HIF(hypoxia
inducible factor)이다. 이 두 인자들은 아직까지 주로 골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백악질(특히 CIFC)이 골과 유사하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들
의 백악질 재생에 활용될 가능성은 크다.
먼저 Hdac은 세포 핵 내에서 DNA를 묶는 히스톤(histone)을 탈아세틸
화(deacetylation) 시킨다. 일반적으로 히스톤은 생리적 pH에서 양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이 많아, DNA 골격 바깥층의 음전하를 띄는 인산기와 정
전기적인 결합을 한다. 그런데 이 히스톤에 음전하인 아세틸기
(  )를 결합시기게 되면, 히스톤의 양전하가 약해져 DNA와의 결
합이 느슨해진다. 결과적으로 히스톤에 묶여 있던 DNA가 노출되어 전
사(transcription)가 활성화된다. 즉, Hdac은 일반적으로 전사를 억제시키
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이런 Hdac을 억제하는 Hdac inhibitor는 거
꾸로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세
포에 Hdac inhibitor를 처리했을 때, 조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시켜 골
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8) 139) 140) 이런 연구들을 종합








138) Cho HH, Park HT, Kim YJ, Bae YC, Suh KT, Jung JS, Induction of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by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s., J. Cell Biochem. 2005 Oct 15;96(3): 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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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때, 백악질의 재생에 있어서도 생체 조절인자로서 가능성을 보이
고 있다.
다음으로 HIF는 일종의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로서 저산소증
(hypoxia) 상태에서 발현된다.141) 일반적으로 골 조직은 많은 혈류가 공
급되는 매우 역동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골 조직
에서는 혈류를 더 늘려 산소 공급을 보상하기 위해 신생 혈관형성
(angiogenesis)을 지시한다. HIF가 골 조직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혈관 신생형성과 신생 골형성(osteogenesis)을 연결시켜 준다는 점이
다.142) 143) 144) 즉, 이전부터 정상적인 골 신생형성을 위해서는 혈류 공급
을 원활하게 해 줘 허혈(ischemia)과 저산소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널
리 알려져 있었다. HIF는 이런 생각을 분자적 수준에서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HIF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항상 발현이 된다. 그러나 산소 농
도 5% 이상인 경우, 유비퀴틴-프로테아좀(ubiquitin-proteasome) 체계에
의해서 분해된다. 그러나 산소 농도가 5% 이하로 떨어지면, 분해가 억제
되어 작용하게 된다.145) 산소가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139) Xu Y, Hammehibition of histone derick KE, James AW, Carre AL, Leucht
P, Giaccia AJ, Longaker MT, Inacetylase activity in reduced oxygen
environment enhances the osteogenesis of mouse adipose-derived stromal
cells., Tissue Eng. Part A. 2009;15(12): 3697-707.
140) Schroeder TM, Westendorf JJ,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s promote
osteoblast maturation, J. Bone Miner. Res. 2005;20(12): 2254-63.
141) Wang GL, Semenza GL, Characterization of hypoxia-inducible factor 1 and
regulation of DNA binding activity by hypoxia., J. Biol. Chem. 1993;268: 21513
–21518.
142) Coolbaugh CC, Effects of reduced blood supply on bone., Am. J. Physiol.,
1952;169: 26–33.
143) Trueta J, Buhr AJ, The vascular contribution to osteogenesis. V. The
vasculature supplying the epiphysial cartilage in rachitic rats., J. Bone Joint
Surg. Br. 1963;45: 572–581.
144) Trueta J, Amato VP, The vascular contribution to osteogenesis. III. Changes
in the growth cartilage caused by experimentally induced ischaemia., J. Bone
Joint Surg. Br. 1960;42-B: 571-87.
145) Pouyssegur J, Dayan F, Mazure NM, Hypoxia signalling in canc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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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HIF가 작용하는 유전자는 매우 광범위하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100여개가 된다고도 한다.146) 이 중에서 골
신생형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이다. VEGF는 골을 포함, 대부분의 조직에서
혈관 신생성에 관여하는 성장 인자이다. 연골성 골 형성(endochondral
bone formation)은 골 형성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연골성 뼈대
(analgen)로부터 골을 형성하는 것으로 신생 혈관생성과 신생 골형성의
연결을 잘 보여준다.147) 연골세포는 중간엽 세포가 덩어리진 지역에서
분화, 증식되는데, 처음에는 혈관이 없어 점차 저산소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HIF와 VEGF가 발현되어, 혈관이 침투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 파골세포 전구체와 조골세포 전구체가 이주해 와서 파골세
포는 뼈대를 이루는 연골을 제거하고, 조골세포는 연골이 있던 자리에
골화(ossification)를 일으키게 된다.
HIF를 백악질 재생에 활용하는데 있어 한 가지 의문사항은 백악질은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백악질 내의 비아교질성 기
질 단백질 중에 VEGF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하지만, 위에
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백악질은 인접한 치주인대 부근의 혈관으로부터 영
양을 공급받으며, CIFC를 발생하는 세포 또한 치조골의 골내막
(endosteal)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 HIF에 의한 신생 혈관생성의 유
도는 백악질 재생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정치료 시 치
근 외흡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HIF를 이용한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
approaches to enforce tumour regression., Nature. 2006;441: 437–443.
146) Semenza GL, Targeting HIF-1 for cancer therapy., Nat. Rev. Cancer. 2003;
3(10): 721–732.
147) Riddle RC, Khatri R, Schipani E, Clemens TL, Role of hypoxia-inducible
factor-1α in angiogenic–osteogenic coupling., J. Mol. Med.(Berl). 2009;87(6):
5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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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데, 압축 부위에서 치조골과 치주인대에 저산소증으로 인해 괴
사(즉, 초자화)가 일어난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파골세포 전구세포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역시 신생 혈관형성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HIF
는 저산소증 상황을 분자적으로 재현해 교정력이 가해졌을 때, 백악질의
반응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최근 백악질 재생 연구에서 지지체의 측면
조직 공학의 3 요소 중 마지막인 지지체는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치주조직의 재생에 있어서도, ECM은 단순히 조직의 뼈대 및 성장
인자와 같은 생체 조절인자의 저장고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특정 세포
의 유인, 부착, 분화, 기능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
고 있다. 즉, 치주조직의 치유 과정에서 세포가 동일 신호(signal)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ECM이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치유가 재생으로
일어날 것인지, 회복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148)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ECM에 의한 세포가 반응하는 세포·분자적 기전
은 다음과 같다. 세포는 인테그린(integrin) 단백질을 그 표면에 발현하
는데, 이 인테그린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발현되는 인테그린의 종류에
따라 아교질 섬유와 같은 ECM의 구조물과 선택적으로(selectively) 결합
한다. 이렇게 ECM의 구조물과 결합한 세포는 그 구조물의 3차원적 형
태에 따라 세포 내 골격(cytoskeleton)을 변화시키고, 세포 내 골격의 변
화는 다시 세포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48) Grzesik WJ, Narayanan AS, Cementum and Periodontal Wound Healing and
Regeneration., Crit. Rev. Oral Biol. Med. 2002;13(6): 474-484.

- 48 -

조직 공학에서 주로 지지체로서 모방하려는 것은 아교질 섬유나 탄력
섬유(elastin fiber), 그리고 단백당(proteoglycan)과 같은 섬유 형태의 고
분자이다. ECM에서 이들과 세포간의 관계를 [그림 2-2]에 나타냈다.
조직 공학으로 만드는 섬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생분해 가능(biodegradable)해야 한다. 둘째, 세포가 부착하고 이주할 수
있어야 하며, 군락을 이루는 것(colonization)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세
포의 증식, 분화 및 기능 발현을 위한 생체 조절인자나 영양분을 머금을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흡수 및 방출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그 자체로 세포의 생활력을 유지하고, 증식을 유도하는 화학적,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149)
위와 같은 성질들을 갖는 지지체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ECM 내
의 고분자 섬유들을 최대한 모방하는 것이다. 아교질 섬유의 경우, 한 개
체 내에서도 기관과 조직에 따라서 그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일반적으
로 소섬유(fibril)가 밧줄(cord) 형태로 꼬이거나 테이프(tape) 모양으로
얽히게 되는데, 이런 아교질 섬유는 1-20μm 정도의 폭을 가지며, 이들을
이루는 소섬유는 원기둥 형태로 10-500nm의 직경을 갖는다.150)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의 크기가 나노 단위(nano-scale)란 점이다. 따라
서 지지체로서의 나노 단위 섬유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오랜 시간 연
구되었다. 나노 단위의 섬유를 만드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보고되
었는데, 상 분리(phase separation) 방법과 나노섬유 자가조립(nanofiber
self-assembly) 방법, 마지막으로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이 그것이
다.151)
149) Thomson RC, Wake MC, Yaszemski MJ, Mikos AG, Biodegradable polymer
scaffolds to regenerate organs., Adv. Polym. Sci. 1995;122: 245-274.
150) Ushiki T, Collagen fibers, reticular fibers and elastic fibe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rom a morphological viewpoint., Arch. Histol. Cytol. 2002;65(2):
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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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전기방사법은 마이크로 단위(micro-scale)와 나노 단위의 섬
유를 모두 만들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과, 섬유 가닥과 섬유
가닥 사이가 접합되지 않은 채로 섬유 그물(fiber mesh)을 만들 수 있어
최근 들어 조직 공학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2) Hong과 Madihaly는
2011년 review 논문에서 전기방사법을 주제로 한 논문의 수가 2005년
이전에는 1년에 50편이 안되던 논문 수가 2005년 이후로 200편 이상으
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153)
전기방사법의 원리는 폴리머를 용매에 녹인 후 이를 주사 바늘 같이 가
는 관(needle tip)을 통해 회전하는 모집기(collector)에 주사하는데,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에는 고전압(high voltage)을 건다.[그림 2-3] 주사된
용액은 매우 가는 선 모양으로 날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용매는 증발하
면서 폴리머만 남게 되고, 폴리머는 나노섬유 그물(nanofiber mesh) 형
태로 모집기에 모이게 된다.
ECM 섬유를 모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섬유의 직경과 섬유가 형성
하는 구멍(pore)의 크기, 그리고 섬유 표면의 형태(topography), 섬유들
의 3차원적인 구성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이다. 그리고 이들을 주사 바늘
의 직경과 주사하는 속도,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전압, 마지막으로 폴리머와 용매의 종류, 용액의
점도(viscosity)와 전도도(conductivity), 그리고 주사 방법, 주사할 때의
온도와 습도 등의 여러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조절하게 된다.
아직 이들 매개변수와 섬유의 직경 사이에 적용되는 정확한 방정식은
151) Vasita R, Katti DS, Nanofibers and their applications in tissue engineering.,
Int. J. Nanomed. 2006;1(1): 15-30.
152) Kumbar SG, James R, Nukavarapu SP, Laurencin CT, Electrospun nanofiber
scaffolds: engineering soft tissues., Biomed. Mater. 2008;3(3); 034002.
153) Hong JK, Madihally SV, Next generation of electrosprayed fibers for tissue
regeneration, Tissue Eng Part B Rev. 2011;17(2): 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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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왜냐하면 폴리머와 용매의 조합에 따라서 방정식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154) 155)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성은 있다. 즉, 동일한 폴리머 용매 조
건에서 주사되는 폴리머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섬유의 직경은 감소하
는데, 예를 들어, 주사 바늘과 모집기 사이의 전압이 높아지거나, 거리가
증가하면 섬유의 직경은 감소한다. 또한 폴리머의 농도나 용액의 점도가
높아지면 섬유의 직경은 증가하게 된다. 섬유의 직경을 정하기 위한 정
확한 방정식이 없어, 그 조건을 정하는데 경험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전기 방사법으로 만들어진 나노 섬유 그물이 조직 재생 연구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나노섬유 그물은
조직 재생 연구에서 세포 배양을 위한 기질 모방체, 특정 생체 조절인자
나 약물을 국소적으로 원하는 부위에 전달하기 위한 저장체(특히 약물
전달의 경우 DDS, drug delivery system이라 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
다.)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세포 배양을 위한 기질 모방체를 전기방사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
문제는 섬유의 직경과 섬유의 구멍의 크기를 ECM 섬유같이 적절히 재
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세포들은 실제 3차원적으로 ECM 섬유
그물에 구멍 크기에 따라서 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만들어진 나노섬유
그물은 구멍의 크기가 너무 크면 세포가 3차원적으로 펴진 형태로 부착
하는 것이 힘들고, 구멍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세포가 나노섬유 그물의
심층(deep layer)까지 침투(infiltration)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적절한
섬유 구멍의 크기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50-150μm 정도의 구멍 크기
가 대부분의 세포에 적합하다고 한다.156) 하지만, 전기방사법으로 만들어


154) Bhardwaj N., Kundu S.C., Electrospinning: a fascinating fiber fabrication
technique., Biotechnol. Adv. 2010;28: 325-47.
155) Sill TJ, von Recum HA, Electrospinning: applications in drug delivery and
tissue engineering., Biomaterials. 2008;29(13): 1989-2006.
156) Yannas IV, Lee E, Orgill DP, Skrabut EM, Murphy GF, Synthe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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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나노섬유 그물은 3차원적으로 볼 때 층간 공간이 너무 좁아 세포가 3
차원적으로 펴진 상태로 부착하기가 어렵고, 구멍의 크기를 정확히 조절
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섬유의 직경이 세포의 증식과 분
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마이크로 단위보다 나노 단위가 보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좋다고 보는 연구들157) 158)도 있고, 그 반대라 보는 연구
들159) 160)도 있는데, 이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한 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조골세포는 섬유 구멍의 크기나 섬유의
직경이 다른 세포들보다 커야 증식, 분화가 더 잘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DDS와 비슷한 전략으로 생체 조절인자의 저장체로서 나노섬유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물
질들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는 섬유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
조를 위해서 서로 다른 폴리머를 이용하거나 섬유의 직경과 구멍의 크
기, 그리고 두께를 달리 해서 다층 구조(multi-layer structure)로 만드는
전략이 소개되고 있다.161) 즉,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과 방출 기간은




characterization of a model extracellular matrix that induces partial
regeneration of adult mammalian skin., Proc. Natl. Acad. Sci. U.S.A.
1989;86(3): 933-7.
157) Chen M, Patra PK, Warner SB, Bhowmick S, Role of fiber diameter in
adhesion and proliferation of NIH 3T3 fibroblast on electrospun
polycaprolactone scaffolds., Tissue Eng. 2007;13(3): 579-87.
158) Christopherson GT, Song H, Mao HQ, The influence of fiber diameter of
electrospun substrates on neural stem cell differentiation and proliferation.,
Biomaterials. 2009;30(4): 556-64.
159) Badami A.S., Kreke M.R. Thompson M.S., Riffle J.S., Goldstein A.S., Effect
of fiber diameter on spreading,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ic
cells on electrospun poly(lactic acid) substrates., Biomaterials 2006;27(4):
596-606.
160) Shanmugasundarm S, Arinzeh T, Microscale versus nanoscale scaffold
architecture for mesenchymal stem cell chondrogenesis., Tissue Eng. Part A.
2011;17(5-6): 831–40.
161) Okuda T, Kidoaki S, Development of time-programmed, dual-release system
using multilayered fiber mesh sheet by sequential electrospinning., Journal of
Robotics and Mechatronics., 2010;22(5): 5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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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방출 속도는 섬유 구멍과 직경의 크기로, 방출 순서는 층 구조의
설계로 조절한다는 전략으로서, 2개 이상의 생체 조절인자, 혹은 약물을
특정 부위에 국소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질 재생에 나노섬유 그물이 응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백
악모세포의 분화, 증식에 ECM 기질 내 섬유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주인대 섬유모
세포와 공동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이상의 생체 조절 인자
에 대한 반응들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백악질 재
생 연구에서 난점으로 여겨졌던, 생체 내 국소 미세환경의 재현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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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전망
치주조직은 치은 상피를 제외하고는 발생학적으로 외배엽 유래 중간엽
세포로부터 발생한다.162) 그러나 발생학적 기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들은 그 성격이 모두 다르며, 매우 좁은 공간 내에 위치한다. 치주인
대를 중심으로 치조골, 백악질까지를 포함한 약 100μm 폭의 공간은 물
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작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생
물학적 기전들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간적, 공간적 조절을 받고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주제가 매우 오랜 역
사를 가져 왔음에도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였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치주조직의 특징 때문이다.
백악질 재생의 경우 이러한 정교한 시간적, 공간적 조절의 한 예가 한
때 많은 연구가 이뤄졌던 상피 요소인 amelogenin이나 ameloblastin이
다. 두 단백질 모두 상피 요소로 같은 범주로 묶인다. 법랑질 발생에서
가장 많이 발현되는 amelogenin은 따라서 치낭의 미분화 중간엽 세포를
유인, 부착시켜 EMI를 통해 법랑모세포로 분화시키는데 핵심이 될 것으
로 예상했으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백악질 재생 시 발현되지 않는다
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163) 164) 대신 ameloblastin은 발생 초기 HERS,
특히 치관인접부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ameloblastin의 정확한
분자수준의 기전은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나, ameloblastin은 상


162) Ten Cate AR, The development of the periodontium -a largely
ectomesenchymally derived unit., Periodontol. 2000. 1997;13: 9-19.
163) Luo W, Slavkin HC, Snead ML, Cells from Herwig’s epithelial root sheath
do not transcribe amelogenin., J. Periodont. Res. 1991;26: 42-47.
164) Diekwisch TG, The developmental biology of cementum, Int. J. Dev. Biol.
2001;45(5-6): 6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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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중간엽 상호작용에 의해 최소한 AEFC의 형성에서 백악모세포 전구
세포를 백악모세포롤 분화시키는 데 관여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65)
ameloblastin의 예는 HERS라는 치근 형성기에만 나타나는 구조물의 특
정 위치에서 특정 시기에 어떤 분자가 발현되어야 백악질 재생이 시작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이해
가 있기 전부터 많은 임상연구가들이 emdogain 같은 EMD들이 임상에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해 연구를 해 왔고, 치주조직의 재생, 특히 백악질
의 재생과 치주인대의 부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166) 167) 그
런데, emdogain은 amelogenin뿐 아니라 ameloblastin 및 기타의 법랑질
기질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백악질 재생에 있어 정확한 세포·분자
수준의 기전의 이해에 입각하기 보다는, 생체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endogenous) 재생능력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중 하나이다. 위
에서도 언급했던 ERT 등이 이런 예인데, emdogain 뿐 아니라 다양한
생체 조절인자의 혼합물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PRP이다. 상처의 치유과정은 일반적으로 혈병
(blood clot)이 형성되고, 이후에 육아조직(granulation tissue)이 된 후,
재생 또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168) 혈병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혈액 성
분이 혈소판(platelet)으로, 이 핵이 없는 혈액성분에는 다양한 생체 조절


165) Fong CD, Slaby I, Hammarstrom L, Amelin: an enamel-related protein,
transcribed in the cells of epithelial root sheath., J. Bone Mineral Res.
1996;11 : 892-898.
166) Heijl L, Periodontal regeneration with enamel matrix derivative in one
human experimental defect. A case report., J. Clin. Periodontol. 1997;24: 693–696.
167) Heijl L, Heden G, Svardstrom G, Ostgren A, Enamel matrix derivative

(EMDOGAIN) in the treatment of intrabony periodontal defects., J. Clin.
Periodontol., 1997;24: 705–714.
168) Singer AJ, Clark RA, Cutaneous wound healing. N. Engl. J. Med. 1999;341:
73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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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들을 함유하고 있다.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centrifugation)하면,
혈장(plasma)의 하부에서 PRP를 얻을 수 있다. PRP는 PDGF를 비롯한
IGF, TGF-β, FGF 등의 많은 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과 같은 물질들을
갖고 있어 상처의 치유기전이 진행될 때,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치주조직 재생에서 그 속도가 문제되는
백악질, 치주인대의 재생에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 앞으로의 치주조직 재생의 전략적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치주조직 발생 및 재생 기전을 세
포·분자적 수준에서 더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에 의
한 방법이 위에서도 언급한 전기방사법에 의한 ECM 섬유 유사체의 합
성일 것이다. 전기방사법은 기존의 치주조직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 국소
미세환경의 정밀한 재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
이상의 생체 조절인자들의 시간적, 공간적 조절이 가능할 것이며, 단순히
치주조직 형성 세포들의 특정 위치로의 부착, 군락화 뿐 아니라, 이들 세
포들의 분화, 성숙 등도 생리적인 상태보다 재생에 유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많은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측면은 치주조직 재생에 대한 접근을 통합적 시각에서 생체가 갖
고 있는 재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emdogain이나 PRP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의 임상적 적용이나, 줄기세
포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 연구 등이 예가 될 것이다. 특히 줄기세포는
하나의 세포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
고, 발생이라는 생체가 갖고 있는 정밀한 시, 공간적 프로그램이 아직 폐
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치주조직의 재생이라는 목표를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결국 각각의 접근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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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백악질 재생 나아가 치주조직 재생은 생체가 갖는 치유기전의 한계
마저도 뛰어넘어 재생이라는 단어가 함의하는 이상적인 수준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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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백악질의 해부학적 모식도

( CEJ: cemento-enamel junction, AEFC: acellular extrinsic fiber cementum,
PDL: periodontal ligamnet, CIFC: cellular intrinsic fiber cementum
CMFC: cellular mixed fiber ce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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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CM(extracellular matrix)의 모식도
(ECF: extracellular fluid)

A: 주사(syringe)
B: 주사침(needle tip)
C: 고전압 전원
(high voltage power supply)
D: 폴리머 용액의 제트류
(fine jet of polymer solution)
E: 모집기(collector)

[그림 2-3]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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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eratural review for
cementum regeneration
Kim Tei-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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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iodontal disease is the second most prevalent disease in dentistry,
destroying the periodontium irreversibly. It might cause severe
damages to the teeth unless properly controlled.
Recently, regenerative periodontal therapy is considered to the most
ideal approach for damaged periodontium. Periodontal ligament has
been the focus as a key factor for regenerating periodontal tissue so
far. But nowadays, cementum has also received attention as factors
which guide to successful periodontal regeneration by inducing
perpendicular periodontal ligament insertion to the root surface and by
acting as a ‘reservior’ for many bio-regulators.
This article show the latest knowledge of cementum regeneration.
And in this article I’ll look at cementum regen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tem cell’ and ‘tissue engineering’ and deal with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cementum regeneration.
keywords : cementum regeneration, cementoblast, stem cell,
tissu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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