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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ooofffaaammmiiinnnoooaaaccciiidddtttrrraaannnssspppooorrrttteeerrrLLLAAATTT111iiinnnttthhheeehhheeeaaallliiinnngggppprrroooccceeessssss
aaafffttteeerrrttthhheee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ooofffpppaaarrrtttiiicccuuulllaaattteeedddeeennntttiiinnnaaannndddppplllaaasssttteeerrrooofffPPPaaarrriiisss

AAAhhhnnn,,,YYYooouuunnnggg---CCChhhaaaeee
AAAdddvvviiisssooorrr:::PPPrrrooofff...KKKiiimmm,,,SSSuuu---GGGwwwaaannn,,,DDD...DDD...SSS...,,,MMM...SSS...DDD...,,,PPPhhh...DDD...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CCChhhooosssuuunnn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System Laminoacidtransporterisamajorrouteforprovidinglivingcellswith
neutralamino acids including severalessentialamino acids.To elucidate the
expression pattern ofL-type amino acid transporter 1 (LAT1) in the bone
formation process,the expressions ofLAT1 and its subunit4F2 heavy chain
(4F2hc)wereinvestigatedin thehealing processaftertheimplantation ofbone
graftmaterialsinthecalvarialosseousdefectedrats.
Circularcalvarialdefects(1cm indiameter)weremademidparietally.Therats

weredividedinto4groupsof1controlgroupand3experimentalgroups.Inthe
control group,the defect was only covered with soft tissue flap.In the
experimentalgroups,they werefilled with particulatedentin (particulatedentin
group),with plasterofParis(plasterofParisgroup)and with themixtureof
particulatedentin andplasterofPariswith ratioof2:1by weight(mixture
group).Theratsweresacrificedatthe1,2,4and8weeksafteroperationandthe
RT-PCRanalysisandimmunohistochemicalanalysiswereperformed.
In the RT-PCR analysis,the mRNAs ofLAT1 and 4F2hc were strongly

detectedin all4groups.In theimmunohistochemicalanalysis,at1week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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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theLAT1proteinanditssubunit4F2hcproteinweremainlyexpressed
intheosteoblasts,osteocytesandinterstitialtissuesofthearoundthedefectand
innerpartofnewlyformingboneinall4groups.TheexpressionsofLAT1and
4F2hcproteinsweredecreasedat2and4weeksafteroperation.TheLAT1and
4F2hcproteinswerescarcelyexpressedat8weeksafteroperationinall4groups.
TheseresultssuggestthattheLAT1anditssubunit4F2hchighlyexpressedat

the early stage ofnew bone formation and may have an importantrole in
providingcellswithneutralaminoacidsincludingseveralessentialaminoacidsat
that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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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한 낭,골절,종양 등의 재건과 악교정 외과술 및 임프란
트 매식 시 골 결손부에 대한 골 이식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최근 들어
임프란트가 치과 외래 진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이러한 골 결손부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골 이식재의 종류로는 자가골,동종골,이종골,
골 대체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이러한 골 이식재료들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면역반
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빠른 골 생성 및 재혈관화를 촉진하여야 하며,또한 골 지
지와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1-7).골 이식재
종류 중,자가골이 이식 후 예후가 가장 좋다고 알려졌으나,자가골은 얻을 수 있는 골
량의 한계,부가적인 수술을 요한다는 점,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만기 흡수 등의 여러
단점들이 있다8-14).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속,합성수지,도재(ceramic)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현재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계속적인 신소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5,16).현재 시판되어 치과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골 이식재로서는 생체적합성과 골 전도성(osteoconduction)을 갖는
deproteinizednaturalbovinecancellousbonemineral로 구성된 이종골이 있으며,치과임상
에 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의 적용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7-21).
치아회분말(particulatedentin)의 주 구성성분은 수산화인회석이며,수산화인회석은

생체 적합성이 높고 높은 압축강도를 갖고 있어 경조직 재건술,심미성형술 및 인공치
아 매식술에도 도입되어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나,이식 시 재료가 굳을 때까지 그 과립
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며 고가 등의 단점이 있다22-24).연석고(plasterofParis)는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무균 처리가 가능하며 흡수가 빠른 생체 적합 재료로 알려져 있다
20,25).또한 연석고는 치아회분말을 고정시키는 기질로서 작용하며 효과적인 delivery
system을 제공한다고도 알려져 있다20,25).김 등(1999)17)은 수산화인회석과 치과용 연석
고의 혼합비율에 대한 실험적 연구에서 치아회분말 단독이식군,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를 무게비 2:1,3:1및 4:1로 혼합한 실험군에서는 조직병리학적으로 상호간에
골전도의 차이가 없었으나,치과용 연석고 단독이식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양호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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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치과용 연석고가 치아회분말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이러한 골 이식재들에 의한 골전도 및 골형성의 골치
유에 대한 분자적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에는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이 필수적이며,고밀도의 신

생골 형성을 위해 많은 단백 합성과정과 단백 합성을 위한 기질인 아미노산의 세포 내
유입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세포 내로 아미노산 수송의 증가는 아미노산을 수송할
수 있는 아미노산 수송체의 과발현에 의해 유도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실험적
증거 및 특히 bonehealing에 관한 분자적인 기전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미노산은 단백 합성의 기질이 되는 기능 이외에도,포도당,퓨린,피리미딘 등 많

은 생체분자들의 합성을 위한 전구물질이 되므로 생체 내 필수 영양물질 중의 하나이
다26).생체분자의 생합성 반응은 주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고 아미노산은 세포막을
투과하기 어려운 친수성 물질이므로,세포는 아미노산을 세포의 밖에서 세포의 안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 단백(아미노산 수송체)을 세포막에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26).
세포 내 대사가 특이적으로 항진되거나 계속적인 증식과 성장이 필수적인 세포들에

는 아미노산 수송체의 기능이 상승되어 단백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공급이 활발하게
되며,이는 이들 세포 내 아미노산의 공급을 위한 아미노산 수송체들의 발현이 특이적
으로 과발현(overexpression)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26-30).
아미노산 수송계 L은 Na+-비의존적으로 중성 아미노산을 주로 수송하는 세포막 단

백으로서 종양 세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세포에서 중성 아미노산의 주 경로가 되는 아
미노산 수송체로 알려져 있다26,31).Kanai등27)에 의해 아미노산 수송계 L의 첫 번째
아형인 아미노산 수송체 L-typeaminoacidtransporter1(LAT1)이 C6ratglioma
cell에서 동정되었다.LAT1은 12회 세포막을 관통하는 막 단백으로서 Na+-비의존적으
로 leucine,isoleucine,valine,phenylalanine,tyrosine,tryptophan,methionine과
histidine같은 구조가 큰 중성 아미노산을 수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7,30,32).LAT1은
4F2heavychain(4F2hc)이라는 1회 세포막을 관통하는 막 단백과 disulfide결합을 가
진 heterodimer형 막 단백이며,LAT1이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조인자 4F2hc의
존재가 필수적이다27,30,32-36).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은 종양세포와 같이 세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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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특이적으로 항진되거나 계속적인 증식과 성장이 필수적인 세포에서 과발현되어
세포의 계속되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30).
아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은 세포 자신이 합성하지 못하므로 세포 외로부터 세포

내로 수송되어야 한다26).생체 내 아미노산 수송체들의 역할은 모두 중요하지만,그 중
에서 특히 아미노산 수송계 L은 그 수송기질이 필수아미노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성
아미노산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27-30).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
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과정에서도 LAT1을 포함한 아미노산 수송체들의 과
발현 현상이 나타나리라 사료되지만 이와 같은 아미노산 수송체들의 발현에 관한 실험
적 증거 및 분자적인 기전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아회분말,연석고 및 혼합재들의 매식 후 치유과정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의 발현을 관찰하여 신생골 형성과정에서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의 발현양상 및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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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및및및 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111)))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동일조건 하에서 일정기간 사육한 체중 200gm 이상의 Sprague-Dawley백서를
암수 구별없이 사용하였으며,먹이와 물은 제한하지 않았다.

222)))매매매식식식재재재료료료

(1)치아회분말
사람에서 발거된 상태가 양호한 치아들을 생리 식염수로 세척한 후,950℃ 훠니스

에서 회화하여 약제 분말기에서 100mesh(0.149mm)의 미세한 입자 크기로 분쇄하여
매식재로 이용하였다.
(2)치과용 연석고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석고(plasterofParis,Calcium sulfatehemihydrate,

Gypsum Co.,USA)를 구입하여 매식재로 사용하였다.
(3)매식재의 혼합
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를 무게비 2:1로 혼합하여 종이에 포장한 후,

ethylene-oxidegas로 멸균 처리하여 매식재로 이용하였다.

333)))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Affinity-purified anti-LAT1 및 4F2hc 항체는 Kumamoto Immunochemical
Laboratory,TransgenicInc.(Kumamoto,Japan)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실
험에 사용한 기타 시약들은 analyticalgrad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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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111)))매매매식식식재재재의의의 매매매식식식

염산 ketamine(90mg/kg,유한양행)과 xylazine(10mg/kg,바이엘코리아주식회사)
를 흰쥐의 대퇴부에 근육주사하여 마취시키고 감염방지 목적으로 gentamicin(5
mg/kg,삼우제약)을 근육주사한 후,수술부를 제모하고 소독하였다.2% lidocaine
HCl(1:100,000epinephrine함유)을 지혈목적으로 주사한 후,두개골 정중부를 절개하여
골막을 노출시켰다.노출된 두개골의 정중앙부에 #1/4roundbur을 이용하여 직경 1
cm 크기의 원형으로 전층골 결손을 야기시킨 후,실험1군은 대조군으로 아무런 이식
을 시행하지 않았고 실험2군은 치아회분말을,실험3군은 치과용 연석고를 이식하였으
며,실험4군은 치아회분말과 치과용 연석고를 무게비 2:1로 혼합하여 멸균한 이식재를
이식하였다.수술 후 철저하게 창상세척 및 소독을 하였으며,골막을 포함하여 층별로
견고하게 봉합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의의의 희희희생생생

실험 1,2,4및 8주가 경과한 후,ether를 과도 흡입시켜 희생시키고 실험부의 시편
을 채취한 후,일부는 중성 formalin용액에 고정하여 보관하고,일부는 질소탱크에 보
관하여 RNA 정제 시 사용하였다.
실험1군(대조군),실험2군,실험3군 및 실험4군의 1,2,4,및 8주군에 백서를 각각 4

마리씩 배정하여,총 64마리의 백서를 사용하였다.

333)))병병병리리리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관관관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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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식된 경계부를 포함하여 조직편을 채취한 후,일정기간 고정하고 탈회 및 포매과
정을 거쳐 Hematoxylin-Eosin으로 이중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흡수 정도,신생골
의 형성 및 염증반응 유무 등의 치유과정을 분석하였다.

444)))아아아미미미노노노산산산 수수수송송송체체체 LLLAAATTT111과과과 그그그 보보보조조조인인인자자자 444FFF222hhhccc의의의 발발발현현현

(1)RT-PCRanalysis
질소탱크에 보관한 각 실험군들의 시료로부터 TRIREAGENT kit(Molecular

ResearchCenter,Inc.,Ohio,USA)를 이용하여 totalRNA를 추출한 후,자외선 분광
기(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cDNA 합성
을 위하여 5 μg의 totalRNA를 reversetranscriptase(InvitrogenLifeTechnologies,
Carlsbad,California,USA)와 oligo(dT)primer를 이용하여 42℃에서 1시간 동안 역
전사 반응을 시행하였다.합성된 cDNA를 이용하여 LAT1및 4F2hc의 각 primer
(Table1)로 PCR을 시행하였다.PCR반응은 초기변성반응을 94℃에서 12분,변성반
응을 94℃에서 30초,결합반응을 60℃에서 30초,중합 반응은 72℃에서 45초 간
30주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중합반응은 72 ℃에서 30 분간 연장하여 반응시켰다.
RT-PCR반응 산물은 1.2% agarosegel에서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

TTTaaabbbllleee111...PPPrrriiimmmeeerrrssseeeqqquuueeennnccceeesssfffooorrrPPPCCCRRRooofffLLLAAATTT111aaannnddd444FFF222hhhccc

PPPrrriiimmmeeeNNNaaammmeee SSSeeeqqquuueeennnccceee(((555'''→→→333'''))) PPPCCCRRRppprrroooddduuucccttt(((bbbppp)))

LAT1(sense)
LAT1(antisense)

CAATGGTGTGGCCATCATAG
GATGCATCCCCTTGTCCTAT

527

4F2hc(sense)
4F2hc(antisense)

TCACAGGCTTATCCAAGGAG
TACAATGTCAGCCTGAGGAG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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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실험군의 표본을 xylene용액에서 30분간 침수시켜 파라핀을 제거하고 95%,

90%,70% 에틸알콜과 증류수에 순차적으로 함수하였다.3% H2O2로 20분간
endogenous peroxidase를 제거한 후 goatserum에 30분간 반응시켰다.LAT1 및
4F2hc의 일차항체를 3% bovineserum albumin(BSA)이 포함된 PBS용액에 희석하
여 반응시킨 후,Tris-bufferedsaline(TBS)를 이용하여 10회 세척하고,이차항체에 30
분간 반응시킨 다음 다시 TBS에서 10회 세척하였다. 염색한 시료를
3,3-diaminobenzidine tetrachloride와 hydrogen peroxide를 이용하여 발색시킨 다음
Meyer씨 hematoxylin으로 대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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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실실실 험험험 결결결 과과과

111...병병병리리리조조조직직직학학학적적적 관관관찰찰찰

111)))대대대조조조군군군(((골골골 결결결손손손)))

(1)1주 소견
결합조직에는 급성 염증소견과 미성숙 섬유모세포,신생혈관 및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육아조직의 형성이 특징이었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골모세포의 활성
이 미약하고 신생골 소주의 형성도 미약하였다.
(2)2주 소견
결합조직에는 염증과 부종상이 감소하고 신생혈관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며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형성이 활발하고
골 소주 주위로는 골모세포의 활성도가 증가하였다.
(3)4주 소견
2주군에 비해 결합조직의 염증과 부종상의 감소는 현저하고,섬유모세포의 증식과

교원질 침착이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형성이 활
발하고 신생골의 양이 많아지며 역전선(reversalline)을 보이고 있었다.
(4)8주 소견
골 결손부는 섬유모세포와 교원질 침착이 있는 치밀한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채워져

있고,골 결손부에 인접한 골편에서는 4주군에 비해 신생골의 양이 더욱 증가하고 역
전선이 뚜렷하였다.

222)))치치치아아아회회회분분분말말말 매매매식식식군군군

(1)1주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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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매식체 주위에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활발하고,결합조
직에서 미성숙한 방추형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혈관신생은 미약하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가 증식하였고 골소주 주위로는 왕성하게 골모세포가
증식하였으며,이는 일부 매식체와 연결되고 있었다.
(2)2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는 염증소견이 감소하였고,골 결손부에서 증식하는 신생 골소

주의 증식이 활발하였으며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였고,일부는 골양
조직이 매식체와 유합하여 매식체의 일부를 피복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특히,골 변
연부와는 거리를 두고 매식체 사이에서도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있으며 매식체와 융합
되는 소견이 있었다.
(3)4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염증소견이 감소하고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교원

질 침착이 많아져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결합조직의
개재가 없이 완전히 신생된 골소주로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는 소견을 보였다.신
생된 골 내부에는 역전선이 뚜렷하고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였다.
(4)8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4주군에 비해 치밀도가 더욱 증가하였다.골 결

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신생된 골소주로 완전히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어 있어
구분이 어려웠고 역전선이나 신생골 내부에 있는 매식체의 존재로만 구분이 가능하였
다.아울러 신생 골 소주는 유리된 매식체 주위에 형성되는 신생골과 연결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333)))치치치과과과용용용 연연연석석석고고고 매매매식식식군군군

(1)1주 소견
유리된 연석고 괴 주위에 심한 급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보이고,결합조직의 부종상,미성숙한 방추형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혈관신생의 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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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한 육아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
가 증식하였지만 연석고 괴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2)2주 소견
유리된 연석고는 작은 과립상으로 분할되어 치밀한 결합조직과 이물성 다핵거대세

포로 둘러싸이고,인접한 결합조직에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1주군에 비해 감소하고,모
세혈관의 신생과 미성숙한 섬유모세포의 증식은 활발하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
서는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1주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연석고 과립과는 분리되
어 있었다.
(3)4주 소견
연석고 주위 결합조직은 염증세포의 침윤과 혈관증식이 감소하고 섬유모세포의 증

식이 활발하여 치밀한 양상을 보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증
식이 2주군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연석고 과립과는 유합되지 않았다.
(4)8주 소견
연석고 주위 결합조직은 4주군과 유사하여 치밀한 양상을 보였다.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신생골 소주의 증식이 4주군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연석고 과립과는 유합
되지 않았다.

444)))치치치아아아 회회회분분분말말말과과과 연연연석석석고고고(((222:::111)))혼혼혼합합합 매매매식식식군군군

(1)1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에 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활발하고,

결합조직의 부종상과 미성숙한 방추형 섬유모세포의 증식과 혈관신생은 미약하였다.
기존골의 결손 변연부에서는 소수의 신생골 소주가 증식하였지만 매식체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2)2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는 1주군에 비해 결합조직의 부종상은 감소하였고 혈관신생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은 활발하였다.매식체 주위에 만성 염증세포와 이물성 다핵거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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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침윤은 1주군과 유사하였다.골 결손부에서 증식하는 신생 골 소주의 증식이 활
발하며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활성이 증가하고,일부는 골양조직이 매식체와 유합
하여 매식체의 일부를 피복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3)4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염증소견이 감소하고 혈관신생과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여 그 치밀도가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결합조직의
개재가 없이 완전히 신생된 골 소주로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는 소견을 보였다.신
생된 골 내부에는 역전선이 뚜렷하고 그 변연부에는 골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였다.
(4)8주 소견
유리된 매식체 주위의 결합조직은 4주군에 비해 염증소견이 감소하고 섬유모세포의

증식이 활발하여 치밀도가 더욱 증가하였다.골 결손부에서는 매식체 주위에 신생된
골 소주로 완전히 피복되어 기존골과 융합되어 있어 구분이 어려웠고 역전선이나 신생
골 내부에 있는 매식체의 존재로만 구분이 가능하였다.아울러 신생골 소주는 유리된
매식체로 까지 증식하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222...아아아미미미노노노산산산 수수수송송송체체체 LLLAAATTT111과과과 그그그 보보보조조조인인인자자자 444FFF222hhhccc의의의 발발발현현현

111)))LLLAAATTT111과과과 444FFF222hhhccc의의의 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

각 실험군들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mRNA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각 시료의 totalRNA와 각각의 primer(Table 1)을 이용하여
RT-PCRanalysis를 시행하였다.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
mRNA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매식 1주군에서 LAT1및 4F2hcmRNA의 발현
이 두드러졌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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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LLLAAATTT111과과과 444FFF222hhhccc의의의 단단단백백백 발발발현현현

조직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를,면역조직화학적으로 LAT1과 4F2hc단백
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강한 발현은 +++,중등도 ++,미약한 발현은 +로 등급하였고,국
소적이거나 의심이 될 만한 발현을 보이는 경우는 +/-로 나타내었다.LAT1과 4F2hc
단백의 면역조직화학적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각각 Table2및 3과 같다.

TTTaaabbbllleee222...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ooofffLLLAAATTT111ppprrrooottteeeiiinnniiinnnbbbooonnneeerrreeegggeeennneeerrraaatttiiiooonnnaaafffttteeerrr
ttthhheee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ooofffpppaaarrrtttiiicccuuulllaaattteeedddeeennntttiiinnnaaannndddppplllaaasssttteeerrrooofffPPPaaarrriiisss

Extracellula
matrix Osteoid Osteoblast Osteocyte

Control-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Particulatedentin-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PlasterofParis-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Mixturegroup-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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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333...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ooofff444FFF222hhhcccppprrrooottteeeiiinnniiinnnbbbooonnneeerrreeegggeeennneeerrraaatttiiiooonnnaaafffttteeerrr
ttthhheee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ooofffpppaaarrrtttiiicccuuulllaaattteeedddeeennntttiiinnnaaannndddppplllaaasssttteeerrrooofffPPPaaarrriiisss

(1)대조군(골 결손)
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주로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

의 골모세포,골세포 및 간질조직에서 중등도로 발현되었다(Fig.2).2주,4주 및 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어 8주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
다.

Extracellula
matrix Osteoid Osteoblast Osteocyte

Control-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Particulatedentin-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PlasterofParis-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Mixturegroup-1week
-2weeks
-4weeks
-8weeks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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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2hc단백은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골세포 및 간질세포에
서 미약하게 발현되었다(Fig.3).2주,4주,8주군에서는 4F2hc의 단백이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2)치아회분말 매식군
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주로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

의 골모세포와 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도 강한
발현을 보였으나 매식체 자체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Fig.4).2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단백의 발현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F2hc단백은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와 골세포 그리고 매식

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Fig.5).2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F2hc단백의 발현은 점차 감소하였다.
(3)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주로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

의 골모세포 및 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도 중등도
의 발현을 보였다(Fig.6).LAT1단백의 발현은 1주에 비해 2주군에서 급격히 감소하
였으며,4주 및 8주에서도 2주군과 유사한 발현양상을 보였다.
4F2hc단백은 골모세포 및 간질세포에서 미약하게 발현하였으며,이는 모든 실험기

간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Fig.7).
(4)치아 회분말과 연석고(2:1)혼합 매식군
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주로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

의 골모세포 및 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도 중등도
의 발현을 보였으며 매식체 자체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Fig.8).2주,4주 및 8주로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단백의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F2hc단백은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 및 골세포에서 중등도

로 발현되었다(Fig.9).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도 중등도의 발현을 보였다(Fig.
9).LAT1과 유사하게 4F2hc단백의 발현도 2주,4주 및 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발현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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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안안안

본 연구에서는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의 발현양상 및 역할을 밝히기 위해,치아회분말,연석고
및 혼합재들의 매식 후 치유과정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의 발현을 관찰하였
다.
아미노산 수송체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mRNA 발현을 조사하는 RT-PCR

기법을 통해 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석
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mRNA의 발현을 관
찰할 수 있었다(Fig.1).아미노산 수송계 L의 첫 번째 아형인 LAT1은 정상 조직에서
는 뇌,태반,정소 등 그 발현하는 부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27,30).또 LAT1은 종양세
포에서 과발현되며,세포의 계속되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30).
아미노산 수송계 L의 두 번째 아형인 L-typeaminoacidtransporter2(LAT2)는 대부
분의 사람 장기에서 발현하고 있으며,특히 심장,뇌,태반,신장,비장,전립선,정소,
난소,림프절 및 태아의 간 등에서 많은 발현을 하고 있다37,38).사람의 신장암 세포인
T24 human bladdercarcinoma 세포39)와 사람의 구강암 세포인 KB human oral
epidermoidcarcinoma세포40)에서도 LAT1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LAT2의 발
현은 관찰할 수 없었다.따라서 아미노산 수송체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여러 문
헌을 통하여 LAT1은 암세포형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이며 LAT2는 정상세포형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라 간주하고 있다27,30,39,40).본 연구에서 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
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LAT1
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1).본 실험결과는 LAT1이 세포의 계속되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여러 문헌들의 결과27-30)와 일치하는 것으로서,골 이
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과정에서 단백들의 생합
성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LAT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RT-PCR실험기법은 유전자의 발현을 밝히는 실험방법이지만 그 발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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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RT-PCR기법을 통한 LAT1및 4F2hcmRNA 발현
의 확인을 토대로 각 시료의 절편에서 LAT1및 4F2hc단백의 발현을 관찰하는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LAT1단백의 발현양상은 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석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험 1주군에서는 주로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
와 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도 강한 발현을 보였
으나(Fig.2,Fig.4,Fig.6,Fig.8),실험 2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
단백의 발현이 점차 감소하였다.LAT1의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인자 4F2hc단백
의 발현양상도 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
석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실험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
위와 내부의 골모세포와 골세포 그리고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었
으나(Fig.3,Fig.5,Fig.7,Fig.9),2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F2hc단백
의 발현은 점차 감소하였다.Kim 등(2004)41)은 사람의 구강암 발생단계에서 LAT1및
4F2hc단백의 발현이 구강암 발생의 초기단계에 매우 증가함을 밝혀,LAT1이 구강암
발생 초기단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LAT1과
4F2hc가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와 골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되
며 실험 1주군에서 강하게 발현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발현이 점차 약해진다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와 LAT1이 구강암 발생 초기단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힌 이전 결과41)를 같이 고찰하여 볼 때,LAT1은 골형성 과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생골 주위의 골모세포와 골세포의 단백 생합성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LAT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또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
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과정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초기단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LAT1과 4F2hc단
백 발현양상이 대조군,치아회분말 매식군,치과용 연석고 매식군 및 치아 회분말과 연
석고 혼합 매식군의 모든 실험군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이는 단백 발
현을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통하여 추구하여야 할 과제라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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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아울러 이식재로서 현재 시판되어 치과임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종골 이식 후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의 발현과 중성 아미노산 이외에 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 수
송체에 관한 연구 및 각 이식재 매식 후 초기단계에서의 세밀한 연구 등이 추구하여야 할
과제라 사료된다.
결론적으로,본 연구의 결과로서 다수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골형성 과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생골 주위의 골모세포와 골세포
에서 골 이식재들의 이식 후 초기단계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이러한 결과는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
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초기단계의 단백 생합성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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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과정에서 아미
노산 수송체 LAT1의 발현양상 및 역할을 밝히기 위해,백서 두개골 정중부에 직경 1cm
크기의 골 결손을 야기시키고,치아회분말,연석고 및 치아회분말과 연석고의 혼합재를
매식한 후 그 치유과정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의 발현을 RT-PCR및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관찰하였으며,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1.RT-PCR분석을 통해 모든 군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mRNA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2.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모든 군에서,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골 결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골세포 및 간질조직에서 주로 발현
되었다.2주,4주 및 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어 8
주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3.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모든 군에서,4F2hc단백은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와 골세포 그리고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 주로 발현되었다.2
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F2hc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어 8주에서는 거
의 발현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다수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골형성 과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생골 주위의 골모세포와 골세포에서 골
이식재들의 이식 후 초기단계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이러한
결과는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초기단계의 단백 생합성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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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사사사진진진 부부부도도도 설설설명명명

Fig.1.DetectionofmRNAsofLAT1and4F2hcbyRT-PCR.
TheLAT1-specificPCR product(527bp)and4F2hc-specificPCR product
(499 bp)were obtained from allexperimentalgroups.A (LAT1;control
group),B (LAT1;particulatedentin grafting group),C (LAT1;plasterof
Parisgraftinggroup),D (LAT1;particulatedentin-plasterofParismixture
grafting group),E (4F2hc;controlgroup),F (4F2hc;particulate dentin
grafting group),G (4F2hc;plaster ofParis grafting group),H (4F2hc;
particulatedentin-plasterofParismixturegraftinggroup).

Fig.2.ExpressionofLAT1proteininthecontrolgroup(1week).
LAT1 was moderately expressed in the osteoblasts and surrounding
mesenchymalcells(x200).

Fig.3.Expressionof4F2hcproteininthecontrolgroup(1week).
4F2hcwasminimalexpressionintheosteoblasts,mesenchymalcells(x200).

Fig.4.Expression ofLAT1protein in theparticulatedentin grafting group (1
week).
LAT1washighlyexpressedintheosteoblastsandsurroundingmesenchymal
cellsaroundgraftmaterials(x200).

Fig.5.Expression of4F2hcprotein in theparticulatedentin grafting group(1
week).
4F2hcwashighlyexpressedintheosteoblastsandsurroundingmesenchymal
cellsaroundgraftmaterials(x200).

Fig.6.ExpressionofLAT1proteinintheplasterofParisgraftinggroup(1week).
LAT1washighlyexpressedintheosteoblastsandmoderateexpressionof
surroundingmesenchymalcellsaroundgraftmaterials.Therewasnonspecific
expressioninthegraftmatrials(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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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Expressionof4F2hcproteinintheplasterofParisgraftinggroup(1week).
Minimal4F2hcexpression wasfound in theosteoblastsand surrounding
mesenchymalcellsaroundgraftmaterials(x200).

Fig.8.Expression ofLAT1 protein in the particulate dentin-plasterofParis
mixturegraftinggroup(1week).
LAT1washighlyexpressedintheosteoblastsandmoderateexpressionof
surroundingmesenchymalcellsaroundgraftmaterials(x200).

Fig.9.Expression of4F2hc protein in the particulate dentin-plasterofParis
mixturegraftinggroup(1week).
4F2hcwashighlyexpressedintheosteoblastsandmoderateexpressionof
surroundingmesenchymalcellsaroundgraftmaterials.Therewasnonspecific
expressioninthegraftmatrials(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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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안안안영영영재재재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111

FFFiiiggg...111...

500 500 500 500 bpbpbpbp 500 500 500 500 bpbpbpbp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F  F  F  F  G  G  G  G  HHHH

LAT1         LAT1         LAT1         LAT1         4F2hc4F2hc4F2hc4F2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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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안안안영영영재재재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222

FFFiiiggg...222... FFFiiiggg...333...

FFFiiiggg...444... FFFiiiggg...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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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ⅧⅧ...안안안영영영재재재 사사사진진진부부부도도도 333

FFFiiiggg...666... FFFiiiggg...777...

FFFiiiggg...888... FFFiiiggg...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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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초초초록록록)))

치치치아아아회회회분분분말말말 및및및 연연연석석석고고고 매매매식식식 후후후 치치치유유유 과과과정정정에에에서서서
아아아미미미노노노산산산 수수수송송송체체체 LLLAAATTT111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안안안 영영영 재재재
조조조선선선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김김김 수수수 관관관)))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과정에서 아미
노산 수송체 LAT1의 발현양상 및 역할을 밝히기 위해,백서 두개골 정중부에 직경 1cm
크기의 골 결손을 야기시키고,치아회분말,연석고 및 치아회분말과 연석고의 혼합재를
매식한 후 그 치유과정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의 발현을 RT-PCR및 면역
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관찰하였다.
RT-PCR분석을 통해 모든 군에서 LAT1및 그 보조인자 4F2hcmRNA의 발현이

관찰되었다.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모든 군에서,LAT1단백은 1주군에서는 골 결
손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골세포 및 간질조직에서 주
로 발현되었다.2주,4주 및 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LAT1단백의 발현이 감소되
어 8주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모든 군에서,4F2hc
단백은 1주군에서는 신생골 주위와 내부의 골모세포와 골세포 그리고 매식체 주위의
간질세포에서 주로 발현되었다.2주,4주,8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4F2hc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어 8주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다수의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중성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골형성 과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생골 주위의 골모세포와 골세포에서 골
이식재들의 이식 후 초기단계에서 높은 발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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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골 이식재들의 골전도 및 골형성 과정시 필수적인 고밀도의 신생골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수송체 LAT1이 초기단계의 단백 생합성을 위한 중성 아미노산의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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