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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ressionofDSPPandBSPmRNAs
duringodontoblastdifferentiation

intheNFI-C(-/-)mice

NuclearfactorI(NFI)existintheodontoblastandosteoblast.NFI-C
nullmice demonstrated aberrantodontoblastdifferentiation,abnormal
dentinformation,andmolarlackingroots.
Thisstudywastoexaminphenotypeoftheaberrantodontoblastin

NFI-C nullmiceand toevaluatetheexpression ofDSPP and BSP
mRNAsinNFI-C nullmicewithin-situhybridization.

Theresultswereasfollows:
1.IntheNFI-C (-/-)mice,thecrowndentinofmolarshowednormally
formation,butthereisnorootdentin.

2.In theNFI-C (-/-)mice,thelabialdentin ofmandibularincisors
showedrelativelyalotofdentinformation,butthelingualdentin
defect.

3.IntheNFI-C(-/-)mice,theodontoblastofmandibularincisorrevealed
abnormalshapeandtrappedinosteodentin-likemineralizedtissue.

4.In theNFI-C (-/-)mice,theodontoblastin thecrown dentin of



-iv-

molarshowed strongexpression ofDSPP,theodontoblastin the
rootdentin ofmolarwasnotexpression ofDSPP.In theNFI-C
(-/-) mice the odontoblast in the mandibular incisor showed
weeklyexpressionofDSPP.

5.In thewild mice,theodontoblastofmandibularincisorwasnot
expressionofBSP,butintheNFI-C (-/-)micetheodontoblastof
mandibularincisorshowedstrongexpressionofBSP.

TheseresultssuggestthatodontoblastintheNFI-C(-/-)micechange
thephenotypeintoosteoblast.

Keywords:NFI-C,odontoblastdifferentiation,DSPP,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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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치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과 치관부위의 상아질을 덮는 법랑질,치
근부위의 상아질을 덮고 있는 백악질 등의 무기물질과 소성결합조직으로 이루어
진 치수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치성상피는 치아기 (dentalorgan)를 형성하여
법랑모세포가 분화하여 법랑질을 형성하고,신경능 (neuralcrest)에서 유래한
외배엽성 간엽세포(ectomesenchymalcell)는 치유두 (dentalpapillae)를 형
성하여 상아질과 치수를 형성한다.또한 치유두 주위의 외배엽성 간엽세포는 치
낭 (dentalsac)을 형성하여 이들이 백악질,치주인대 그리고 치조골을 형성하는
백아모세포,섬유모세포,그리고 골모세포로 분화한다9,12).최근에 치아발생에 대
한 조직 재조합 (tissuerecombination)연구에서 상아모세포의 분화는 구강상
피의 존재가 필수적이며,구강상피와 간엽세포사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
여 상아질과 법랑질이 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강상피의 일부가 비후되어
치배를 형성하며,이 상피 주위로 신경선에서 유래한 외배엽성 간엽세포가 모여
서 축합된다.싹시기 (budstage)에는 치성상피의 분화 유도 영향으로 외배엽성
간엽세포가 상아모세포 전구세포 및 상아모세포로 분화하여 상아질을 형성한다.
모자시기 (capstage)와 종시기 (bellstage)또한 외배엽성 간엽세포의 상호유
도에 의해 상피세포가 법랑질을 형성할 수 있는 법랑아세포로 분화되어 치관의
법랑질을 형성하므로써 치관이 형성된다. 이러한 치관의 형태발육 과정에서
BMP,FGF,SHH,WNT,그리고 TNE 등과 같은 다양한 단백질과 Mxs1,
-2,Dlx1,-2,그리고 Pax9등과 같은 전사인자,그리고 많은 성장인자들이 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1,13,21,22,).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인자들의 치아형성
에 대한 복합적인 작용기전에 관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치관의 형성이 끝난 직 후 내치상피(innerenamelepithelium)과 외치상피

(outerenamelepithelium)두층으로 이루어진 Hertwig상피근초(Hertwig's
epithelialrootsheath)가 치근을 따라서 미분화 외배엽성 간엽세포인 치유두
세포로부터 상아모세포의 분화를 유도하여 치근 상아질을 형성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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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치관의 형태 및 법랑질,상아질이 형성되는 치아 발육의 초기에 관여
하는 유전인자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반면,치아발육의 후기인 치근의 상아질의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 및 기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상아질의 형성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Saini등15)은 영

구치의 치근이 형성되지 않은 3증례를 보고하였으며,Ozer등26)은 유치나 영구
치에서 치근이 형성되지 않거나 짧고 뭉퉁하게 형성된 반면 치관상아질은 정상
혹은 더 많은 상아질의 침착으로 치수가 폐쇄되는 제Ⅰ형 상아질 무형성증
(dentindysplasiatypeI)을 보고한 바 있으며,MacDougall등10)은 비정상
적인 상아질로 인하여 치아가 쉽게 마모되고 부서지는 상아질 형성부전증 중 치
아에 국한된 WitkopⅡ형과 Ⅲ형,그리고 제 2형 상아질 무형성증의 원인이 인
간 염색체 4q21에 위치한 유전자인 dentin sialophosphoprotein (DSPP),
osteopontin(OP),dentinmatrixprotein1(DMP1)의 돌연변이일 것이라
고 추정하였다.또한 Xiao등23)과 Zhang등25)은 Ⅰ형과 Ⅱ형의 상아질 형성부
전증의 원인이 DSPP의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DSPP 즉 dentin
sialoprotein(DSP)과 dentinphosphoprotein(DPP)가 상아질의 후기 석회
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에 Steele-Perkins등19)은 NFI-C (-/-)생쥐에서 상악전치의 상아질이

얇게 형성되고,하악 절치는 부러지기 쉽게 변형되어 비정상적이며 짧은 치근이
형성된다고 하였다.또한 구치는 치관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지만 치근의 발육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NFI-C가 치근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의 분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NFI-C (-/-)생쥐에서 치관 및 치근의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

모세포의 특성을 상아모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DSPP mRNA와 골조직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bone sialoprotein (BSP) 유전자를 이용한 in-situ
hybridization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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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실험재료 및 방법

1.조직표본 제작

생후 14일의 정상 생쥐 (wildtype)와 NFI-C (-/-)생쥐 (knock-out생쥐)
를 Dr.Gronostajski(DepartmentofBiochemistry,SchoolofMedicin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lo)로 부터 제공 받아, 4%
paraformaldehyde(PFA)용액을 이용하여 관류 고정하였다.하악과두를 포함한
하악골을 적출하여 4℃,4% PFA 용액에서 16시간 재고정한 후 DEPC-PBS용
액으로 2시간 세척하고,10% EDTA-1% PFA (pH 7.4)용액에서 3주간 탈회
하고,DEPC-PBS용액에서 16시간 동안 세척한 후 70%,80%,90%,95%,
100% I,100% II,100% III,100% IV 알코올로 각각 30분씩 탈수하였다.
Xylene용액에서 4회 1시간씩 처리한 후 통법에 따라 파라핀 포매하고 6 μm 두께
로 전치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치아의 장축에 직각되게 박절한 후 ethoxysilran-
coatedslide에 붙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2.mRNAin-situhybridization

cRNA probe로 이용할 DSPP와 BSP 유전자 단편들은 제한 효소 절단한 후
pBluescript-SK(+)vector(StratageneCloningSystem,LaJolla,CA,
USA)에 subcloning한 다음,염기서열을 분석하여 DNA insert의 방향을 확인
하였다.DNA를 선형화하고 ProteinaseK 처리 후 DIG RNA labellingkit
(RocheMolecularBiochemicals,Mannheim,Germany)와 T3및 T7RNA
polymerase(RocheMolecularBiochemicals,Mannheim,Germany)를 이
용하여 sense와 antisensecRNA probe를 작성하였다.
조직표본 제작과정을 통하여 준비한 절편들을 xylene으로 5분씩 3회 탈 파라

핀 처리하고 100%,90%,80%,70% ethanol의 순서로 hydration한 후,고
정액 (4% formaldehydein1X PBS)에 10분간 고정하였다.PBS로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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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하고 ProtinaseK에 30분 동안 처리 후 0.2N HCL용액으로 20분동안 처
리하였다.acetylation 용액 (0.25% aceticanhydridein 0.1 M trietha-
nolamine-HCI,pH 8.0)에 10분간 처리하고 2XSSC(0.15M sodium chloride,
0.015M sodium citrate)로 두 차례 세척한 다음 탈수 및 탈지 (70% ethanol:
1분,80% ethanol:1분,95% ethanol:2분,100% ethanol:1분,100% ethanol:5
분,95% ethanol:1분)과정을 거쳐 공기 중에서 건조시켰다.50% formamide,
10mM Tris-HCl,200 μg/mltRNA,600mM NaCl,0.25% SDS,1mM
EDTA,1XDenhardt'ssolution,105Dextransulfate가 함유된 hybridization용
액에 cRNA 탐침자를 1:300-400배로 희석하여 적용한 후 50℃에서 16시간 동
안 hybridization을 시행하였다.Hybridization 후 2X SSC,0.2X SSC 및
0.2X SSC-50% formamide로 각각 세척한 다음 1.5% Bloking Reagent
(Roche Molecular Biochemicals,Mannheim,Germany)가 함유된 Dig
buffer I(100 mM Tris-HCl,150 mM NaCl)으로 다시 세척하고 1%
blockingreagent로 30분간 처리한 후 anti-Digantibody를 1:500으로 Dig
bufferI에 희석하여 4℃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다시 Dig bufferII(100
mM Tris-HCl,100 mM NaCl,500 mM MgCl2)로 세척하고 nitroblue
tetrazolium salt and 5-bromo-4-chloro-3-indolylphosphate (NBT/
BCIP)로 발색하고 DigbufferIII(10mM Tris-HCl,1mM EDTA)로 5분
간 세척한 다음 methylgreen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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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험결과

1.정상 생쥐와 NFI-C(-/-)생쥐의 분화중인 상아모세포에서 DSPP의 발현

구치의 종단표본에서 정상 생쥐의 치근 상아질은 정상적인 형성을 보였으나,
NFI-C (-/-)생쥐에서는 아주 짧은 치근상아질의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상생쥐의 치관과 치근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는 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극성을 띄고 있으며,형성된 상아질에 직각으로 잘 배열된 양상을 보였으며
DSPP에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1A).반면 NFI-C (-/-)생쥐
의 구치 종단표본에서 치관의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는 정상적인 상아모
세포의 형태를 보이고 정상적인 상아질이 형성되어 DSPP도 잘 발현되었다.그
러나 치근부위의 상아모세포는 DSPP가 발현되지 않았다(Fig.1B).
정상 생쥐와 NFI-C (-/-)생쥐 모두 구치부 종단 표본에서 미분화한 외배엽성

간엽세포와 키가 적고 비교적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상아모세포 전구세포
(preodontoblast)들은 DSPP에 발현되지 않았다(Fig.1A).
정상생쥐의 절치 횡단 표본에서는 타원형으로 잘 형성된 상아질과 상아질 내면

에 규칙적으로 잘 배열된 상아모세포가 DSPP가 강하게 발현되었다(Fig.2A).
그러나,NFI-C (-/-)생쥐의 절치횡단 표본에서는 설측의 상아질이 형성되지 않
아 치수가 노출되어 있었으며,치아의 법랑기쪽의 순면에는 상아질이 일부 형성
되어 있으나 골세포와 형태가 유사한 둥근 세포들이 많이 기질에 함입되어 있으
며,함입된 세포에서는 DSPP가 약하게 발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또한
비정상적인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는 세포의 극성을 상실하고 둥근 형태
를 보이고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는 양상을 보였으며,DSPP에도 비교적 약하게
발현된 것을 볼 수 있다(Fig.2B).
NFI-C (-/-)생쥐의 구치 종단표본에서는 법랑질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의 근

단부에는 치근상아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절치 횡단 표본에서는 법랑질과 접
하지 않는 설측부위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상아질과 상아모세포가 DSPP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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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발현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2.정상 생쥐와 NFI-C(-/-)생쥐에서 분화중인 상아모세포의 BSP의 발현

정상생쥐의 절치 황단 표본에서는 잘 형성된 상아질과 상아질 내면에 규칙적으
로 잘 배열된 상아모세포에서 BSP가 발현되지 않았으며,형성된 상아질을 덮는
백악모세포(cementoblast)와 골표면을 따라 존재하는 골모세포(osteoblast)는
BSP에 강한 발현을 보였다(Fig.3A).반면 NFI-C (-/-)생쥐의 절치횡단 표
본에서는 백악모세포,골모세포는 물론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상아모세포에
서도 BSP가 강하게 발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Fig.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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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NuclearfactorI(NFI)family는 전사-복제 인자들로 닭,생쥐,햄스터,돼
지 및 사람에서는 NFI-A,NFI-B,NFI-C 그리고 NFI-X의 네 가지 유전자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시험관에서 adenovirus의 DNA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로
처음 발견되었다.NFI-A 유전자가 없으면 뇌의 발생에 이상이 생기며8),NFI-B
가 상실되면 뇌와 폐의 발생 이상이 초래된다16).최근에 Steele-Perkins등19)에
의하면 NFI-C를 (-/-)한 경우 구치의 치근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NFI-C는 치근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의 분화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질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는 형태학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몇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12).전구상아모세포 (preodontoblast)
는 세포주기 (cellcycle)가 중단되는데,마지막 분열과정 중에 mitoticspindle
은 상피간엽결합부 (epithelio-mesenchymaljunction)인 기저막 (basement
membrane)에 수직으로 배열된다.기저막과 접촉된 상아모세포 전구세포는 길어
져서 실린더 형태를 보이며 극성을 갖는다.핵이 치수 측에 위치하고,골지체
(Golgiapparatus)는 핵 중앙에 위치하게 되며,조면내면형질세망 (rER)이 세
포의 중앙에서 발달하여 세포의 장축에 평행하게 배열되며 원심측의 세포질 대부
분을 차지하게 된다.상아모세포 전구세포가 상아모세포로 분화하여 첫 층의 상
아질 (mentledentine)을 형성한 후 키가 더욱 커지며(50-60㎛),원심측의 부
착결합 (adherentjunction)과 봉쇄효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밀결
합 (tightjunction)이 더욱 발달하여 상아질의 내면을 따라 한 층으로 배열됨으
로써 상피와 비슷한 세포 (epitheloidcell)층을 형성한다1,12).분화된 상아모세
포는 제 Ⅰ형,제 Ⅲ형,제 Ⅴ형 및 제 Ⅵ형 교원질,그리고 decorine과
bi-glycan과 같은 proteoglycan,osteocalcin,osteopontin,osteonectin과
같은 당단백질을 합성한다.그리고 상아질과 상아모세포에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DSPP를 특이적으로 합성하여 분비한다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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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기질이 침착하게 됨에 따라 상아모세포는 치수의 중앙을 향해 이동하
며,세포질 돌기들이 원심측에 형성중인 상아질 기질에 남겨짐으로써 상아세관이
형성된다.치관과 치근의 상아질 형성이 완료된 후 상아모세포의 분비활동은 현
저히 떨어지며 외상이 없는 한 치아와 같이 생존한다.그러나 국소적인 큰 외상
으로 인하여 1차 상아모세포가 실활되면 치수내의 전구세포가 상아모세포양세포
(odontoblast-like cell)로 분화하여 수복상아질 (reparative 혹은 tertiary
dentin)을 형성한다17).
본 연구에서 NFI-C (-/-)생쥐구치의 치관부에서는 상아질이 정상적으로 균일

한 양상으로 형성되었으나,치근부에서는 상아질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Fig.
1B).이는 NFI-C가 후기 치아의 발생 과정 특히 치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악절치의 횡단표본에서 설측의 상아질이 형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법랑질과 인접한 상아질에 많은 공간이 있으며,불규칙한 양상을 보
였다(Fig.2B).이는 Beertsen과 Niehof등2)이 쥐의 하악절치의 치관상아질과
치근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의 기능이 다소 다르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치의 치관상아질과 하악절치의 상아질의 형성기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또한 Beertsen 등2)은 교원질을 파괴하는 효소인
membrane-typematrixmetalloprteinase-1(MT1-MMP)를 결손시킨 생쥐
에서 치아의 맹출은 물론 구치 치근의 길이이 정상치아의 1/3정도로 짧아진다고
보고하여 MT1-MMP가 구치 치근의 성장과 맹출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하
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NFI-C (-/-)생쥐의 미발육상황에서 MT1-MMP의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가 극성을 띄면 세포가 길어지고,세포소기관 (organelles)들의 분포도 변

화하고 terminalweb도 출현하며,그리고 특징적인 세포돌기들이 형성된다.또한
미소관 (microtubule),중간세사 (intermediatefilament),미세사 (microfilament)등
의 재배열도 필요하다.치밀결합 (tightjunction),부착결합 (zonularadherens),
그리고 간극결합 (gapjunction)의 형성이 증가하며,이러한 결합장치들은 세포
-기질상호작용과 극성을 띈 상아모세포 기능적 활동을 조절한다1,17).이 과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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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nectin,Decorin,TGFβs,IGFs,FGFs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17).본 연구에서 NFI-C (-/-)생쥐의 상아모세포는 정상 상아모세포의 형
태와 다르게 세포의 키가 작고 타원형 모양이었으며,세포 극성과 방향성이 상실
되고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된 양상을 보였다(Fig.2B).이는 이러한 결합장치들
의 형성과정에 NFI-C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장치의 형성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들은 골형성
과정의 골모세포와 유사하게 형성된 상아질에 함입되어 있었다.이는 성숙된 치
아에서 칼슘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해 형성되는 초기의 수복상아질에 세포가 함임되
는 양상을 보이는 소견5)과 일치한다.
DSPP는 비교원질성 단백질로써 대표적인 상아질-특이 단백질로 하나의 유전

자로부터 DSP와 DPP의 두 가지 단백질을 합성하며 상아질의 석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4).반면에 BSP는 골의 석회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어3),BSP와 DSPP가 상아질과 골을 구분하는 실험에
많이 이용된다.
Ye등24)은 dentinmatrixprotein-1(DMP-1)결손 생쥐에서 치아의 모양

과 크기는 정상이지만 풋상아질이 상아질로 성숙하지 않아 큰 치수강,넓은
predentalzone,두께가 감소된 상아질,그리고 저석회화된 치아를 관찰하였다.
이는 상아질 형성부전증과 유사한 소견이며,그들은 또한 DMP-1이 결손된 생쥐
에서 DSPP의 발현도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는 Sreenath등18)이
보고한 DSPP 유전자를 차단한 생쥐에서 발생한 치아의 소견과 유사하며,이 결과
는 DMP-1이 DSPP유전자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Steele-
Parkins등19)은 NFI-C 유전자는 치아 발생과정에서 외배엽성 간엽세포에는 발
현되지 않고 상아모세포 전구세포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상아모세포의 분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발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 NFI-C 결손 생쥐의
구치 치근부위와 절치에서 상아모세포는 DSPP에 발현되지 않거나 약한 발현을
보였는데,이는 Steele-Parkins19)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NFI-C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상아모세포가 분화되는 말기에 정상적인 분화가 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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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P의 합성과 분비가 이루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며,상아모세포로서의 특
성을 잃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정상 생쥐의 하악절치의 상아모세포는 BSP가 전혀 발현되지 않았

으나,NFI-C (-/-)생쥐의 절치표본에서는 백아모세포,골모세포에서와 유사하
게 강한 발현을 보였다.이는 NFI-C (-/-)생쥐의 상아모세포는 골을 형성하는
골모세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NFI-C는 상아모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NFI-C가 결손되면 상아모세포는 본래의 특성을 상실하고 골모세포로 표현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추측되나,분화과정의 기전과 더불어 NFI-C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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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NFI-C는 정상적으로 상아모세포,골모세포에 존재한며,NFI-C가 결손된 경
우 치근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의 분화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NFI-C (-/-)생쥐에서 치관 및 치근의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

포의 표현형을 상아모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DSPP와 골모세포에 특이적으
로 반응하는 BSP 유전자를 이용한 in-situ hybridization을 통하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NFI-C (-/-)생쥐의 구치에서 치관 상아질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으나,치근
상아질은 형성되지 않았다.

2.NFI-C (-/-)생쥐의 하악절치의 순측상아질은 비교적 많이 형성되었으나,설
측의 상아질은 형성되지 않았다.

3.NFI-C (-/-)생쥐의 하악 절치의 상아모세포는 형태가 변화되었으며,형성된
상아질 내에 세포가 합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4.NFI-C (-/-)생쥐의 구치에서 치관부위의 상아모세포는 DSPP가 강하게 발
현되었으나,치근부위의 상아모세포는 발현되지 않았다.또한 NFI-C 결손 생
쥐에서 절치의 순측 상아모세포는 DSPP가 약하게 발현되었다.

5.정상생쥐에서 절치의 상아모세포는 BSP가 발현되지 않았으나,NFI-C 결손
생쥐에서는 BSP가 강하게 발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NFI-C가 결손된 경우 상아모세포가 골모세포로
분화되는 표현형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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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설명

Fig.1.Expression ofDSPP mRNA on the odontoblast in the
longitudinalsection ofmandibularmolarsfrom wild type
(1A)andknock-out(1B)mice.A:A normalmolarshows
normalshapesofthedifferentiationofodontoblastandthe
formationofrootdentin(arrow head).Thestrongexpression
ofDSPP mRNA showsin the odontoblastforming crown
androotdentin.B:Theodontoblastformingcrowndentin
showsnormalshapesofodontoblastandstrongexpression
ofDSPP(arrow head),but the odontoblast forming root
dentin,especiallyapical,disappearthesecretory activity
ofodontoblast(arrow).
(E:Enamel,D:Dentin,P:Pulp,HERS:Hertwig'sEpithelial
RootSheath)

Fig.2.ExpressionofDSPPmRNA ontheodontoblastinthecross
section ofmandibularincisors from wild type (1A) and
knock-out (1B) mice. A: a normalincisor shows well
formed circulardentin,normalshapesofodontoblastand
strongexpressionofDSPPintheodontoblastthatlinethe
inner surface ofthe dentin(arrow head).B: Incisors of
mutantshowsopenareaonthelingualpartofincisor asa
resultoffailureofdentinformation(arrow).wealsoobserve
theabnormalshapeofodontoblast,ovalandlossofpolarities,
irregularlyarrangedodontoblast,whichshow weak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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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SPP.Wealsoobservethethickostedentinthatcontains
numeroustrappedcellsandemptyspaces(arrow head).
(E:Enamel,D:Dentin,P:Pulp)

Fig.3.Expression ofBSP mRNA ontheodontoblastinthecross
section ofmandibularincisors from wild type (3A) and
knock-out (3B) mice. A: a normal incisor shows no
expression ofBSP in theodontoblast(arrow),butstrong
express of BSP in cementoblast (arrow head) and
osteoblast.B: the incisor ofmutanttype shows strong
expression ofBSP in odontoblast (arrow),cementoblast
(arrow head),andosteoblast.
(B:Bone,E:Enamel,D:Dentin,P:P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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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Fig.1A Fig.1B

Fig.2A Fi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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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 Fig.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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