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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아의 경조직이 우식, 외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인위적인 재료로 수복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치아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상피-간엽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생리적인 구조를 가진 상아질을

형성하려는 연구가 있어왔다. 간엽세포로서 치수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피세포로 사용할 법랑모세포는 치아 형성이 종료된 후 맹출

하게 되면 상실하게 된다. 최근 사람 유치 치수에서 상피세포와 유사한

치수 줄기세포(human dental pulp epithelial-like stem cell, hDPESC)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로, 세포 실험으로 hDPESC가 법

랑모세포와 유사한 세포 특성과 분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로, 세포 실험으로 hDPESC 유래 물질이 상아모세포의 분화와 석회

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hDPESC와 법랑모세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법랑모세포 유사 세포로

서 흰쥐의 애피컬 버드 세포주인 HAT-7을 이용했다. 광학 현미경 관찰

시 hDPESC가 입방형이거나 다각형 상피세포 형태임을 관찰하였다.

HAT-7과 세포 형태를 비교해 보아도 두 세포의 형태가 유사하였다.

hDPESC가 HAT-7과 유사하게 전형적인 법랑모세포 인자인 ODAM,

MMP-20, amelogenin, copine7을 발현하는 것을 western blot 과

RT-PCR로 확인 하였다.

MDPC-23를 홀로 배양 했을 때보다 hDPESC와 동시 배양했을 때 4일

에서 10일 동안 상아모세포 분화 표지자(DSPP, DMP-1)의 발현 수준이

증가하고, BSP의 발현 수준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한 copine7의 발현

수준이 7일에서 10일 동안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세포 수준에서

hDPESC가 MDPC-23의 상아모세포로의 분화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MDPC-23에 HAT-7과 hDPESC의 조건 배지를 각각 처리한 모든 군에

서 DSPP 프로모터 활성이 증가하였다. 앞에서 수집한 조건 배지의 석회

화 결절 형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MDPC-23를 hDPESC나 HAT-7

의 조건배지 처리 유무에 따라 2주간 분화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그리고

Alizarin red S 염색법을 이용해서 석회화 결절 형성을 평가하였다. 조건

배지를 처리한 MDPC-23에서는 4일부터 석회화 결절이 발견되어 14일



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조건 배지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7

일부터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세포 실험에서 hDPESC의 조건 배지가

상아모세포의 석회화를 촉진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사람 유치 치수에 존재하는 hDPESC가 법랑모세

포와 유사한 세포 특성과 분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hDPESC에서 유래한 물질이 상아모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는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치수에 존재하는 hDPESC가 법랑질을 형성하는 법랑

모세포와 유사한 세포특성과 상아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가진

치성 상피세포임을 나타낸다.

주요어 : 상피유사줄기세포, 법랑모세포, 상아모세포, 상아질 재생

학 번 : 2010-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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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다른 장기의 발생 과정에서도 흔하듯, 포유류의 치아 발생은 연속적인

상피와 간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태아발생기 초기부터

시작된다[1]. 치아 발생 과정 중, 후기 종상기에 이르면 치아의 주요 경

조직인 법랑질과 상아질의 형성이 일어나는데, 먼저 내치상피세포들이

키가 큰 원주형으로 성숙되고 이에 상응하여 치유두에서도 상아모세포가

분화된다. 상아모세포는 세포돌기를 뒤로 남기면서 치유두의 중심부 쪽

으로 이동하고 이와 함께 상아질의 유기기질(상아전질)을 생산, 분비하고

그 위에 무기질을 침착 시킨다. 상아질이 형성되면 내치상피세포들이 교

두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법랑모세포로 분화한다. 분화된 법랑모세

포는 점차적으로 유기질을 제거하고 무기질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법랑질

을 석회화 한다. 이러한 치아발생 과정 중 치유두의 외배엽성 미분화 중

간엽세포가 상아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는 내치상피세포가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상피-간엽 상

호작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피-간엽 상호작용은 치아발생기 전반에 걸

쳐 일어나며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조절된다.

치수 줄기 세포는 상아모세포, 지방세포, 연골세포, 골모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3,4]. 상피세포와 간엽세포가 혼합된 조건배지를 이용할 때 치수

줄기 세포는 상아모세포로 분화하고, 분화된 상아모세포가 상아질과 유

사한 물질을 형성한다[5]. 또한 내치상피 세포의 배양배지가 상아모세포

의 분화와 석회화를 촉진시켰으며, 내치상피 배양배지에서 상아모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단백질 copine7 등이 밝혀졌다[6]. 하지만

상피-간엽 상호작용 없이 치수 줄기 세포 혼자서는 생리적인 치아 형태

를 형성할 수가 없다[7,8]. 따라서 보다 생리적인 구조와 형태의 상아질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엽세포와 상피세포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야만 한

다.

최근에 활발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법랑모세포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법랑질 완성 후에 법랑모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치아 형성이 종료된 후 법랑질에 손상이 생기면 재생이 불가능하여

치료 방법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흰쥐 절치의 애피컬 버드 세포

주를 이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현재 법랑모세포를 대체할 법랑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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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세포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최근에 사람의 유치 치수로부터 상피세포와 유사한 줄기세포(human

dental pulp epithelial-like stem cells, hDPESC)가 분리되었다. 이 상피

세포 유사 세포의 모양은 일반적인 치아 상피세포와 유사하였으며, 상피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인 ABCG2, Bmi-1, DNp63, p75를 발현하고

있다[10]. 따라서 유치 치수로부터 유래한 상피 줄기세포 유사 세포는 치

아 재생 과정 중 상피세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람 유치 치수에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진 hDPESC가

법랑모세포와 유사한 세포 특성과 분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세포실험으로 hDPESC가 법랑

모세포와 유사한 분화와 석회화를 보이는지 밝힌다. 둘째, 세포실험으로

hDPESC 유래 물질이 상아모세포의 분화와 석회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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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방법

제 1 절 hDPESC와 HAT-7의 특성 비교

1. 세포 배양

1.1 사람 상피 유사 치수 줄기 세포(hDPESC)

Nam Hyun 등[10]이 사용한 hDPESC를 5% CO2를 함유한 습윤 환경,

37℃ 상태에서 antibiotics(100 IU/ml penicillin, 100 ㎍/ml streptomycin,

2.5 ㎍/ml fungizone)와 10% fetal bovine serum(FBS, Gipco BRL)가 첨

가된 keratinocyte growth medium(KGM)에서 배양한다. 분화는 분화배

지를 이용하여 10일간 배양한다. 분화배지는 10% FBS, 50 ㎍/ml

ascorbic acid(VitC), 10 mM β-glycerophosphate(β-GP)를 포함한 KGM

이다.

1.2 HAT-7

흰쥐의 애피컬 버드 세포주인 HAT-7를 이용한다. HAT-7은 5% CO2

를 함유한 습윤 환경, 37℃ 상태에서 antibiotics와 10% FBS가 첨가된

Dulbecco’s Modefied Eagle’s Medium: Nutrient Mixture F-12

(DMEM/F12, Gibco BRL, Carisbad, CA, USA)에서 배양한다. 분화는

분화배지를 이용하여 10일간 배양한다. 분화배지는 10% FBS, 50 ㎍/ml

VitC, 10 mM β-GP가 포함된 DMEM/F12배지이다.

2. 분화 세포의 형태 확인

분화 배지를 처리한 후 HAT-7와 hDPESC의 세포 형태를 관찰하고 광

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3. hDPESC와 HAT-7의 분화 후 유전자 발현 변화 확인, 비교

hDPESC와 HAT-7을 분화 시킨 지 0, 4, 7, 10일에 각 세포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과 RT-PCR을 시행한다.

3.1 Western blot

상층액을 제거한 후에, 침전물을 분해 완충액(100 mM Tris, pH7.4, 350

nM NaCl, 10% glycerol, 1% Nonidet P-40,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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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diaminetetraacetic aicd(EDTA), 1 mM dithiotheritol, and

protease inhibitors)에 재현탁 시키고 15분간 얼음에 보관한다. 단백질

30 ㎍은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에 의해 분리되고 니트로 셀룰로우스 막

(schleicher & schuell, Dassel-Relliehausen, Germany)으로 옮겨진다. 그

막은 0.1% Tween 20(PBS-T)를 포함하는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에서

5% nonfat dry milk로 1시간 동안 blocking 시킨다. 4℃에서 PBS-T 완

충액(1:1000)에 희석된 GAPDH(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ODAM(odontogenic ameloblast-associated protein),

MMP-20(matrix metalloproteinases-20), AMGN(amelogenin),

AMBN(ameloblastin), CPNE7(copine7) 일차 항체와 함께 밤새 둔다. 세

척 후에, 막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rabbit 또는

anti-mouse immunoglobulin G(IgG)와 함께 1시간 배양한다. 표지된 단

백질 밴드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3.2 RT–PCR

total RNA를 TRIzol 시약을 이용해 세포로부터 추출한다. total RNA(2

㎍)는 1시간 동안 50℃에서 oligo dT와 1 ㎕ superscript III 효소가 포함

된 20 ㎕ 반응물에서 역전사하여 cDNA를 합성한다. 합성한 cDNA를 이

용하여 0, 4, 7, 10일 모두 법랑모세포 표지자인 ODAM, MMP-20,

AMGN, CPNE7 primer와 항존유전자인 GAPDH primer를 첨가한 후

PCR을 실시한다. 합성된 cDNA 반응물 1 ㎕가 PCR에 사용된다. PCR은

1 주기당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30초를 기본으

로 32번 반복한다. PCR 결과물을 1.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뒤, 자외선에서 확인한다.



- 5 -

제 2 절 hDPESC 와 MDPC-23의 공배양

1. MDPC-23 배양

Dr. J. E. Nör(School of Dental Medicine, University of Michigan, MI,

USA)가 제공한 상아모세포인 MDPC-23를 5% CO2를 함유한 습윤 환

경, 37℃ 상태에서 antibiotics와 10% FBS가 첨가된 DMEM에서 배양한

다.

2. 공배양(co-culture)

HAT-7 또는 hDPESC를 MDPC-23과 공배양하기 위해서, Transwell

permeable supports(Corning, NY, USA)를 사용했다. Transwell의 상부

에는 HAT-7 또는 hDPESC(8 × 104 cells/well)를 배양하고, 하부에는

MDPC-23(1 × 105 cells/well)를 접종한다. 분화 접시의 세포가 80∼90%

에 이르면, Transwell의 상부와 하부를 합치고 분화배지를 이용해서 분

화를 유도하며 10일간 배양한다.

3. Western blot

10일간 Transwell에서 배양한 MDPC-23의 분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western blot을 한다. MDPC-23 plate의 상층액을 제거한 후에, 침전

물을 분해 완충액에 재현탁 시키고 15분간 얼음에 보관한다. 단백질 30

㎍은 10% SDS-PAGE에 의해 분리되고 니트로 셀룰로우스 막으로 옮겨

진다. 그 막은 PBS-T를 포함하는 인산 완충 생리식염수에서 5% nonfat

dry milk로 1시간 동안 blocking 시킨다. 4℃에서 PBS-T 완충액(1:1000)

에 희석된 Type1 collagen, GAPDH, DSPP(dentin sialophosphoprotein),

BSP(bone sialoprotein), BMP1(bone morphogenetic protein1),

CPNE7(copine7) 일차 항체와 함께 밤새 둔다. 세척 후에, 막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rabbit 또는 anti-mouse IgG와 함

께 1시간 배양한다. 표지된 단백질 밴드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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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PCR

10일간 Transwell에서 배양한 MDPC-23의 분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RT-PCR 을 한다. total RNA를 TRIzol 시약을 이용해 세포로부터

추출한다. total RNA(2 ㎍)는 1시간동안 50℃에서 oligo dT와 1 ㎕

superscript III 효소가 포함된 20 ㎕ 반응물에서 역전사하여 cDNA를

합성한다. 합성한 cDNA를 이용하여 0, 4, 7, 10일 모두 상아모세포 표지

자인 DSPP, BSP, DMP1, CPNE7와 항존 유전자인 GAPDH primer를

첨가한 후 PCR을 실시한다. 합성된 cDNA 반응물 1 ㎕가 PCR에 사용

된다. PCR은 1주기 당 94℃에서 30초, 55℃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30 초를 기본으로 32번 반복한다. PCR 결과물을 1.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뒤, 자외선에서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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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hDPESC 에서 유래한 조건배지의 특성 확인

1. hDPESC 또는 HAT-7의 조건 배지의 수집

hDPESC 또는 HAT-7를 배양 접시에 접종하고 분화 접시에 세포가

90%가 찰 때까지 50 ㎍/ml VitC, 10 mM β-GP를 포함한 분화배지에서

배양한다. 분화 시작 일을 0일로 하고, 4, 7, 10일에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2회 세척하고 FBS가 제거된 분화배지를 첨가하여 24시간

후에 상층액을 모은다. 이렇게 수집한 상층액과 분화배지를 1:1로 혼합

하여 조건배지로 사용한다.

2. DSPP 프로모터 활성 확인

MDPC-23는 5 × 104 cells/well의 밀도로 24-well plate에 접종된다. 24

시간 후에 Lipofentamine Plus 시약으로 trasfection시킨다. 각

transfection에서 0.4 ㎍ luciferase reporter plasmid PGL3basic (control),

dentin sialophophoprotein(DSPP) promoter expression vector promoter

가 사용되었다. transfection된 세포들은 0, 4, 7, 10일에 해당하는

HAT-7 또는 hDPESC의 조건배지로 48시간 처리되었다. 48시간 후에,

세포들을 luciferase reporter gene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luciferase

activ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해한다. 측정은 luminometer를 이용해서

하고, 이와 같은 실험은 3번 반복하였다.

3. Alizarin red S staining

MDPC-23 는 35 mm 접시에 1 × 105 cells/well의 밀도로 접종되었고,

4일 분화 후 HAT-7 조건배지와 7일 분화 후 hDPESC의 조건배지가 포

함된 분화배지에서 2주간 배양되었다. 배양 후에, 각 접시는 PBS로 3번

세척하고 4% paraformaldehyde solution으로 20분간 고정한다. 세포들은

1% alizarin red S(Sigma-aldrich, St louise, MO, USA)을 포함하는

0.1% NH4OH(pH 4.2-4.4)에서 30분간 실온에서 염색한다. 염색된 세포들

은 카메라로 촬영한다.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 염색된 세포들은 4℃,

13000rpm, 10분의 조건으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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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은 5% SDS을 포함하는 0.5 N HCl 0.5 ml 용액에서 30분 동안

vortexing 또는 pipetting으로 녹인다. 용해된 염색액(0.1 ml)은 96-well

plate에 접종되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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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제 1 절 hDPESC와 HAT-7의 특성 비교

1. 광학 현미경 관찰 결과

광학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형태학적으로 hDPESC가 법랑모세포와 유사

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hDPESC의 전형적인 상피세포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상피세포처럼 입방형이거나 다각형인 모양을 관

찰하였다. 흰쥐의 애피컬 버드 세포주인 HAT-7와 세포 형태를 비교해

보아도 두 세포의 형태가 유사하였다(Figure 1.A).

2. 분화 배지 처리한 hDPESC의 Western blot과 RT-PCR 결과

western blot과 RT-PCR을 이용해서 HAT-7와 hDPESC의 분화 과정

에 따른 mRNA와 단백질 변화를 비교하였다. 법랑모세포로의 분화 과정

에서 특이적인 법랑질 기질 단백질과 효소들을 배양 시간에 따라 관찰하

였다. HAT-7와 hDPESC의 western blot과 RT-PCR 결과는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이전에 보고된 연구[11]와 유사하게 배양 10일까지 ODAM

과 ameloblastin 발현은 계속해서 증가한 반면, MMP-20, amelogenin,

copine7 의 mRNA와 단백질은 7일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후로는 감소

하였다(Figure 1.B-E).

제 2 절 hDPESC와 MDPC-23의 공배양

HAT-7 또는 hDPESC를 MDPC-23와 10일간 공배양 할 때 MDPC-23

의 상아모세포로의 분화에 상피세포가 미치는 영향을 RT-PCR과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상아모세포 분화표지자인 DSPP,

DMP1, BSP, CPNE7을 선택적으로 분석하였다[8,12,13]. MDPC-23만을

배양 했을 때보다 상피세포(HAT-7 or hDPESC)와 동시 배양했을 때 4

∼10일 동안 상아모세포 분화 표지자(DSPP와 DMP-1)의 발현 수준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MDPC-23를 단독 배양 했을 때보다 상피세

포(HAT-7 or hDPESC)와 동시 배양했을 때 4∼10일 동안 BSP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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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한 copine7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 7∼10

일 동안 증가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세포 실험에서 치아 상피 세포들

(HAT-7 또는 hDPESC)이 MDPC-23들의 상아모세포로의 분화과정을

촉진한다는 것을 제시한다(Figure 2).

제 3 절 hDPESC에서 유래한 조건배지의 특성 확인

1. 조건 배지의 DSPP 프로모터 활성 확인

일반적으로 DSPP는 상아모세포 분화의 특정한 표지자로서 여겨진다

[14]. 상아모세포의 분화에 가장 효과적인 HAT-7 또는 hDPESC의 조건

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조건배지의 효과를 MDPC-23의

DSPP 프로모터 활성 확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MDPC-23에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HAT-7과 hDPESC의 조건 배지를 처리한 모

든 군에서 DSPP 프로모터 활성이 증가하였다. HAT-7에서는 4일째의

조건배지, hDPESC에서는 7일째의 조건배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DSPP

프로모터 활성을 증가시켰다(Figrue 3).

2. 조건 배지의 MDPC-23의 석회화 촉진

위에서 수집한 조건 배지의 석회화 결절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MDPC-23를 조건배지의 처리 유무에 따라 2주간 분화배지에서 배양하

였다. 그리고 alizarin red S 염색법을 이용해서 석회화 결절 형성을 평

가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에 따르면 조건배지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4일

부터 석회화 결절이 발견되어 14일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조건배

지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7일부터 발견되었다. 이것은 세포 실험

에서 조건 배지가 상아모세포의 석회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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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치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경조직인 상아질이 우식, 외상 등

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파괴되고, 연속성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피부

나 다른 점막들처럼 쉽게 재생, 회복되지 않는다. 상아질을 인위적인 재

료로 수복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상아질 그 자체를 생산

하거나, 그 생산을 유도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에는 성장인자, 신호인자, 치수 복조 재료(Calcium hydroxide,

Mineral trioxide aggregate)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15,16]. 하지

만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은 상아질과 유사한 성분을 갖는 무기질을 만

들어 내는 방법은 밝혀냈으나, 생리적인 상아질의 구조를 재현해 내지는

못하였다[17]. 따라서 상아질의 보다 완전한 재생을 위해서는 그 고유의

발생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치아 발생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상피세포 유래 장기와 마찬가지로 상피-간엽

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8]. 최근 한 연구팀에서

사람 유치 치수에서 상피세포와 유사한 치수 줄기세포를 발견하였다[10].

하지만 이 세포의 특성은 연구되지 않았으며, 어떤 식으로 분화되고 어

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광학 현미경 관찰에서 hDPESC와 HAT-7 두 세포는 형태학적으로 유

사하였다. 또한 분화배지를 처리했을 때 법랑모세포의 특이적인 표지자

(ODAM, MMP-20, ameloblastin, amelogenin, copine7)를 두 세포가 유

사하게 발현하는 것을 RT-PCR과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hDPESC가 법랑모세포와 유사하게 치성 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MDPC-23를 단독으로 배양할 때보다 HAT-7과 hDPESC를 공배양할

때 MDPC-23의 상아모세포로의 분화가 더 촉진되었다. 그런데 western

blot과 RT-PCR 결과를 보면 분화 표지자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보아, 두

세포 모두 분화를 촉진하지만 HAT-7이 hDPESC보다 MDPC-23의 분

화를 더 빠르게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HAT-7에 비해서

hDPESC가 더 미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상아모세포의 유도 과정이 좀

더 느린 것으로 보인다.

hDPESC의 분화 초기(분화 7일째)에서 유래한 조건배지가 간엽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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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모세포로 분화시키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치아 상피세포는

MDPC-23의 분화를 촉진하지만 치아 기원이 아닌 상피세포, 예를 들어

신장 유래의 상피세포는 MDPC-23 분화를 촉진하지 못한다[8]. 이는

hDPESC가 치아 상피 세포로 분화됨을 보여준다.

DSPP 프로모터 활성 결과를 보면 HAT-7의 경우 0∼10일의 모든 조

건배지가 대조군에 비해서 MDPC-23의 상아모세포의 분화를 더 촉진하

였다. 가장 효과적인 HAT-7의 조건 배지는 분화 유도 4일 후의 배지였

다. 흥미롭게도 hDPESC의 경우에는 0, 4, 7, 10, 14일의 조건배지 중에

서 오직 4, 7일의 조건배지만 대조군의 비해 상아모세포의 분화를 더 촉

진하였다. 이것은 사람 치수에 존재하는 hDPESC의 치성 분화시에는 특

정한 시기에서 상아모세포를 분화시키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상아모세포 유도 능력의 차이는 각 세포의 생리적인

역할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흰쥐 절치에 존재하는 HAT-7는 평생 동

안 치아가 자라지만, hDPESC는 손상 받은 부분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상아질을 형성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hDPESC의 경우 HAT-7 보

다 제한적인 상아모세포 분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상아질의 손상이 치수와 가깝지만 치수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

을 때, 그 부위의 상아모세포가 죽게 되면 치수세포로부터 상아모세포

유사 세포가 분화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상아질을 형성하는데 이를 수

복 상아질(reparative dentin)이라 한다[19]. 생리적인 치아 형성과정에서

상피-간엽 상호작용이 필요하듯이, 수복 상아질을 형성할 때도 상피세포

의 신호 작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수에서 발견한

hDPESC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손상받은 상아질을 생리적인 구조를 가진 상아질로 수복하기 위해서는

상아모세포에 작용하는 법랑모세포의 유도가 중요하다. 하지만 맹출 후

에는 법랑모세포가 소실되므로 사람 치아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세포

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상피세포를 이용한다면, 상아질 손상 시 생리적

구조를 가진 수복상아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재생에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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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unctional characterization of epithelial-like stem cell

cells in human deciduous pulp in vitro

hDPESCs showed typical epithelial cell-like shape(A). hDPESCs and

HAT-7 expressed ameloblast specific marker such as ODAM,

MMP-20, amelogenin, copine7, which was assessed using western

blot and RT-PCR(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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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conditioned medium on differentiation of

MDPC-23 in vitro

Compared to culture MDPC-23 without epithelial cells, to co-culture

MDPC-23 with hDPESCs increases ameloblast specific marker (DSPP,

DMP1), but decreases BSP expression level in 4∼10 culture days.

This suggests that in vitro hDPESCs promote odontoblast

differentiation of MDPC-23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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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conditioned medium on DSPP promoter

activity of MDPC-23 in vitro

All groups in which MDPC-23 was treated with conditioned medium

derived from HAT-7 or hDPESCs have higher DSPP promoter

activity. Conditioned medium after 7 days in hDPESC was the most

effective to increase DSPP promot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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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conditioned medium on mineralization of

MDPC-23 in vitro

In MDPC-23 with conditioned medium, mineralized nodules were

detected after 4 days and increased until day 14. However, those

were detected at 7 days in MDPC-23 without conditioned medium

treatment. This showed that in-vitro conditioned medium from

hDPESCs promotes calcification of odont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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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dontogenic Differentiation

of Epithelial-like Stem Cells in

Human Deciduous P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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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researches trying to regenerate a physiologic dentin by

using epithelial mesenchymal interaction in tooth development.

Recently, epithelial like stem cells were discovered in human

deciduous dental pulp: human dental pulp epithelial-like stem

cells(hDPESCs). Therefore in this study, I studied whether in vitro

hDPESCs have ameloblast like cellular and differential properties. I

studied whether materials derived from in-vitro hDPESCs have

effects on differentiation and calcification of odontoblast.

I observed that hDPESCs showed typical epithelial cell-like shape.

hDPESCs expressed ameloblast specific marker such as ODAM,

MMP-20, amelogenin, copine7, which was assessed by using western

blot and RT-PCR.

Compared to culture MDPC-23 without epithelial cells, to co-culture

MDPC-23 with hDPESCs increases ameloblast specific marker (DSPP,

DMP1), but decreases BSP expression level in 4∼10 cultur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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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uggests that in vitro hDPESCs promote odontoblast

differentiation of MDPC-23 cells.

When MDPC-23 was treated with conditioned medium derived from

HAT-7 or hDPESCs, these groups have higher DSPP promoter

activity. A conditioned medium after 7 days in culture was the most

effective to increase DSPP promoter activity.

To see the mineralized nodule formation effect of conditioned

medium, MDPC-23 was cultured in differentiation medium for 2

weeks with or without conditioned medium treatment. Alizarin red S

staining was used to evaluate mineralized nodule formation. In

MDPC-23 with conditioned medium, mineralized nodules were

detected after 4 days and increased until day 14. However, those

were detected at 7 days in MDPC-23 without conditioned medium

treatment. This showed that in-vitro conditioned medium from

hDPESCs promotes calcification of odontoblast.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hDPESCs in human deciduous

dental pulp have ameloblast-like cellular and differential properties.

Materials derived from hDPESCs promote odontoblast differenti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hPDESCs in pulp are dental

epithelial cells which have ameloblast like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to induce odontoblast differentiation.

Keywords : hDPESC, epithelial-like stem cells, ameloblast,

odontoblast, denti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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