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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h,SungBack,D.D.S.,M.S.D.
Advisor:Prof.Lee,Chang-Seop,D.D.S.,M.S.D..
DepartmentofDentistry,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NFI-C nullmicedemonstrated aberrantodontoblastdifferentiation and
thusabnormaldentin formation whileothertissues/organsin thebody,
includingameloblasts,appeartobeunaffectedandnormal.However,little
is known about the mechanism of NFI-C function in odontoblast
differentiationanddentinformation.
Odontoblastsaretall,highlypolarizedcellsthatareresponsibleforthe

formationandmaintenanceofthepredentinanddentin.Anindicationof
theirpolarity istheacquisition ofspecialized intercellularjunctions.As
preodontoblastsdifferentiateintoodontoblasts,theyarejoinedandattached
attheapicalendbywelldevelopedterminalwebsofcytoskeletalactins,
andassociatedwithtightaswellasadherentjunctions.
Thisstudy wastoinvestigatewhetherdisruption oftheNFI-C gene

interfereswithaspecificorotherstructuralproteinsoftheintercellular
junctionsornot,weexaminedmorphologicalcharacteristicsoftheaberrant
odontoblastin NFI-C nullmiceusing lightandelectron microscop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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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we determined the immunohistochemicalexpression of major
structuralproteinsofintercellularjunctions,ZO-1andoccludin,duringthe
differentiationofodontoblasts.
.
Theresultswereasfollows:

1.Inlightmicroscopy,abnormalodontoblastsofincisorsoftheNFI-Cnull
mice were round in shape, lost their polarity, and trapped in
osteodentin-likemineralizedtissue.Mutantmolarshaverelativelynormal
crowns,butshortand abnormaldifferentiating adontoblasts in root
formationarea.

2.Electronmicroscopyofabnormalodontoblastsrevealedthedissociation
oftheroundosteoblast-likecells,thelossoftheircellularpolarity,and
theabsenceofanintercellularjunctionalcomplexknownasthetight
junctions.

3.A mutantincisorshowedlabelingforZO-1attheproximalanddistal
endsofsecretingameloblasts,whilestainingforZO-1wasnotobserved
intheabnormalodontoblasts.

4.A normal incisor showed immunoreactivity for occludin in the
differentiating odontoblasts.However,staining for occludin was not
observedintheabnormalodontoblastsofmutantincis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NFI-C gene causes dissociation of

odontoblastand thus aberrantodontoblastdifferentiation and abnormal
dentinformationbyinterferingwiththeformationofintercellularjunctions.

Key words: NFI-C,odontoblast differentiation,root formation,ZO-1,
occlu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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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치아의 형성은 치성상피와 외배엽성 간엽세포 사이의 상피-간엽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되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다1).치아발생에 대한 세포 및 분자 생물학
적 연구결과 초기에는 BMP,FGF,Msx1,Pax9및 Cbfa1등의 여러 유전자
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최근에는 그들의 신호전달경로들도
밝혀지고 있다2,3,4,5,6).치아의 초기 발생과는 대조적으로 후기 치아발생,즉 치
근의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들에 관한 연구는 cadherin 같은 부착단백질과
osteocalcin,osteonectin및 dentinsialoprotein등과 같은 비교원성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7,8).치근,특히 치
근 상아질의 발생기전의 이해는 치주조직의 재생뿐만 아니라 의도적 치아의
재이식 등의 임상 적용에 중요하기 때문에 치근 상아질의 발생에 대한 연구는
기초 치의학 뿐 아니라 임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아질을 형성하는 상아모세포는 외배엽성 간엽세포로부터 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랑모세포 전구세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9).외배엽성 간엽세포가
상아모세포 전구세포로 분화하면 세포가 길어지고,극성을 띰에 따라 핵이 기
저부에 위치하며,골지체가 핵 위에 위치하고,조면내형질세망이 핵에서 먼 세
포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게 된다.상아모세포는 제I형과 II형 교원질과 같은
유기질과 당단백 그리고 dentinsialophosphoprotein(DSPP)등을 합성 분비
한다10).상아질의 기질이 침착됨에 따라 상아모세포가 세포질 돌기들을 원심
쪽으로 내어 상아세관에 묻히게 되고,결과적으로 상아모세포는 치수 가장자
리 상아질의 내면에 위치해서 상아질을 유지하게 된다11).그러나 이러한 상아
모세포의 분화과정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NuclearfactorI(NFI)family는 시험관에서 adenovirus의 DNA 복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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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백질로 처음 발견되었다.NFI은 포유류에서 NFI-A,-B,-C와 -X의 4
종류가 존재하며 많은 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2,13,14).대표적으로 NFI-A 유전자가 없으면 뇌의 발생에 이상
이 생기며,NFI-B가 상실되면 뇌와 폐의 발생 이상이 초래 된다15,16).NFI-C
에 관하여 최근에 Steele-Perkins등17)은 NFI-C를 knockout(K/O)하여 발육
부전을 보이는 치근을 가진 전치와 정상치관을 가지나 치근이 형성되지 않은
구치를 관찰하여,NFI-C가 치아발생 과정 중에 말기,즉 치근형성시기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최근에 배 등18)은 상아모세포주인 MDPC-23세
포가 상아모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NFI-C의 과발현과 발현억제가 상아모
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NFI-C의 발현을 억제하면 상아모세포
가 골세포의 특징 유전자인 bonesioloprotein(BSP)의 발현을 유도한다고 하
였다.이는 NFI-C에 의하여 상아모세포의 표현형이 골모세포로 전환될 수 있
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이다.
상아모세포와 골모세포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상아

모세포는 골모세포와 다르게 상아질-특이 유전자인 dentinsialophosphoprotein
(DSPP)를 합성하며,형태학적으로 상아모세포돌기를 만들지만 자신이 분비한
석회화된 기질에 묻히지는 않는다.특히 상아모세포의 세포체와 상아모세포의
돌기 사이에는 상아모세포들을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부착연접 등과 같은 다양
한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이 발달되어 있다.그러나 골모세포는 상아모세포와
다르게 세포들이 서로 부착되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서 세포들 사이에서 세
포사이 결합장치는 거의 관찰할 수 없다19).
세포사이 결합의 대표적인 형태인 폐쇄연접(zonulaocludens)과 부착연접

(zonulaadherens)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해서 물질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occludin,claudin,cingulin,ZO-2,ZO-3및
actin과 이들을 세포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ZO-1로 이루어져 있다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아모세포의 분화과정에서 NFI-C의 역할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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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NFI-CK/O생쥐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들을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고,NFI-C가 상아모세포의 분화 이상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으로
상아질을 형성하는 과정에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상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들의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을 투
과전자현미경과 ZO-1과 occludin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방법으로 연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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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실험재료 및 방법

1.조직표본 제작

조직학적 관찰을 위한 표본을 제작하기 위하여 생후 10일과 17일의 정상 생
쥐(wild type)와 NFI-C (K/O) 생쥐(Dr. Gronostajski, Department of
Biochemistry,Schoolof Medicine,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4마리를 4% paraformaldehyde용액을 이용하여 관류 고정시킨 후
상,하악골을 포함한 머리뼈를 적출하여 동일 고정액에서 하룻밤 동안 재 고
정하였다. 10%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1%
paraformaldehyde(pH 7.4) 용액에서 2주간 탈회하고 수세,탈수 등의 과정
을 거친 다음 파라핀 포매하여 8 μm 두께로 전치부를 중심으로 시상절단하고
또한 전치부에서부터 구치부까지 전방에서 후방으로 관상으로 절단하였다.박
절한 절편은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해 4℃에 보관하였고 일부는 통법에 따라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미세구조 관찰을 위한 투과전자현미경 표본 제작을 위하여 생후 10일과 17

일의 정상 생쥐와 NFI-C K/O 생쥐 4마리를 관류 고정시킨 후 2.5 %
glutaraldehyde(0.1M cacodylate완충액,pH 7.4)로 4℃에서 2시간 동안 전
고정한 후,0.1M cacodylate완충액 (pH 7.4)에서 5분간 3회 세척하고,1%
OsO4(0.1M cacodylate완충액,pH 7.4)로 4℃에서 2시간 동안 후고정하였다.
10% EDTA-2.5% glutaraldehyde (pH 7.4) 용액에서 2주간 탈회하고
50-100% 에틸알콜로 탈수하고 propyleneoxide로 처리한 다음,epon812로
포매하였다.포매된 재료는 초박 절편기(LKBultratomeIII,Germany)로 1 μ
m 박절편을 만들어 1% toluidineblue로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 대상
부위를 확인한 후 70-90nm의 초박 절편을 제작하여 uranyl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한 후 전자현미경(JEM-1200EXII,Jeo,Japan)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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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O-1과 Occludin단백질의 면역조직화학적 관찰

슬라이드 절편을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다음 0.6% H2O2가 함유된
methanol용액에 20분간,2% nonfatmilk로 20분간 처리하였다.절편을 1-2
mg/ml농도의 단백분해효소(ZymedLab.Inc,CA,USA)용액을 이용하여 3
7℃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1:20의 비율로 희석한 polyclonalrabbitanti-ZO-1
antibody (Zymed Lab.Inc,CA,USA)와 polyclonalrabbitanti-Occludin
antibody(ZymedLab.Inc,CA,USA)로 4℃에서 하룻밤 처리하고 PBS로 20
분 동안 3회 세척하였다.2차 항체로서 mouseantirabbitIgG (VectorLab,
Burlingame,CA,USA)를 실온에서 45분 동안 처리하고 PBS로 수세하였다.
Avidin-BiotinComplex(ABC)reagent(VectorLab,Burlingame,CA,USA)
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수세하였다.0.05% de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DAB)를 이용하여 발색하고 절편을 수세,탈수와 건조 후
에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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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험결과

1.NFI-C K/O 생쥐 치아의 광학현미경 소견

생후 10일의 정상 생쥐의 전치 횡단 표본에서 극성을 띠는 법랑모세포 하방
에 형성된 법랑질에 인접하여 타원형으로 형성된 상아질과 상아질의 내면에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아모세포가 관찰되었다.잘 형성된 치근 상아질 주위로
백악모세포와 치주인대 섬유모세포를 포함하는 치주조직이 발생되고 있었다
(Fig.1A).그러나 생후 10일의 NFI-CK/O 생쥐의 전치 횡단 표본에서는 정
상적으로 형성된 법랑질 아래 일부의 정상적인 상아질을 제외하고는 치수 주
위에 비정상적인 상아질이 다량 형성되어 있었다.비정상적인 상아질에는 많
은 수의 세포들이 함입되어 있었으며,극성을 띄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아모세
포가 비정상적인 상아질 내면을 따라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었다.또한 치근
부위의 상아질이 형성되지 않은 결과로 설측면이 상아질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고 노출되어 있었으며 치주조직의 정상적인 발생 양상도 관찰할 수 없었다
(Fig.1B).
생후 17일의 정상 생쥐의 구치 종단 표본에서 치관부에 존재하는 상아모세

포들은 상아질에 직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고,세포는 길고 극성을 띠며
잘 조직화된 소견을 보였다.치근부에서도 미분화한 외배엽성 간엽세포와 키
가 작으나 규칙적으로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서로 밀착되어 있는 상아모세포
전구세포들 그리고 극성을 띄는 상아모세포들이 치근부와 치관부에서 순서대
로 관찰되었다(Fig.2A).생후 17일의 NFI-CK/O생쥐의 구치 종단 표본에서
는 치관의 상아질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고 상아모세포들도 정상 생쥐의 상아
모세포와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그러나 치근 발생 부위는 상아질의
형성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고 상아모세포 전구세포들도 세포극성이 소실되었
으며 세포들이 한 층이 아닌 여러 층으로 배열되어 있었다(Fi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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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FI-C K/O 생쥐 상아모세포의 투과전자현미경 소견

생후 17일의 정상 생쥐 전치의 상아모세포들은 극성을 띠어 핵이 원심쪽에
위치하면서 길고 풍부한 세포질을 함유한 형태로 상아질에 직각 방향으로 배
열되었다.세포사이는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로 잘 조직화된 소견을 보였다
(Fig.3A).그러나 NFI-CK/O생쥐의 상아모세포는 정상적인 상아모세포와는
다르게 세포들이 둥근 형태였으며 세포극성이 소실되었고 세포들이 한 층이
아닌 여러 층으로 배열되어 있었다.또한 많은 세포들 사이에 공간이 많이 관
찰되어 세포사이의 긴밀한 결합 양상은 볼 수 없었다(Fig.3B).정상 생쥐의
상아모세포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이 관찰되었으나 NFI-C
K/O 생쥐의 상아모세포에서는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
3C,D).

3.ZO-1과 Occludin단백질의 발현

1)ZO-1단백질의 발현
생후 10일의 정상 생쥐의 전치 종단 표본에서 활발하게 법랑질을 형성하

고 있는 법랑모세포의 핵은 중간층쪽 근위쪽으로 위치하였고 풍부한 세포질은
원위쪽에서 관찰되었는데 ZO-1단백질은 법랑모세포의 근위쪽과 원위쪽에서
모두 뚜렷하게 관찰되었다.상아질을 형성하며 극성을 띠고 다양한 방향으로
절단된 상아모세포에서는 ZO-1단백질이 전체적으로 매우 약하게 발현되었다
(Fig.4A).NFI-CK/O 생쥐에서도 법랑모세포에서는 ZO-1단백질이 법랑모
세포의 근위쪽과 원위쪽에서 모두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반면에 비정상적인
상아질 즉 골양상아질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기질에 묻힌 형태로 존재
하는 상아모세포에서는 ZO-1단백질은 발현되지 않았다(Fig.4B).
생후 17일의 구치 종단표본에서 ZO-1단백질은 정상 생쥐와 NFI-C K/O

생쥐의 법랑모세포의 근위쪽과 원위쪽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상아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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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는 약하게 발현되었다(Fig.4C,D).

2)Occludin단백질의 발현
생후 17일의 정상 생쥐의 전치 종단 표본에서 occludin단백질은 법랑모

세포의 중간층쪽 근위쪽에서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상아모세포에도 뚜렷한 발
현이 관찰되었다(Fig.5A).NFI-CK/O생쥐에서는 법랑모세포의 중간층쪽 근
위쪽에서 occludin단백질이 발현되었으나,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에는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Fig.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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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Steele-Perkins17)등의 연구에 의하면 NFI-C 유전자는 치아 발생과정에서
외배엽성 간엽세포에는 발현되지 않으나,상아모세포 전구세포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상아모세포의 분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발현이 증가한다고 하였
다.NFI-C는 골모세포에서도 발현되나 골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그러나 NFI-CK/O 생쥐에서 골조직은 이상이 없이 상아모세포의 분화와
상아질 형성에만 이상이 초래된 것은 NFI-C가 상아모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
용함을 의미한다.또한 NFI-CK/O 생쥐 전치와 구치에서 치관은 정상적으로
형성되나 치근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도 생후 10일의
NFI-CK/O 생쥐의 전치 횡단 표본에서는 치관부의 일부의 정상적인 상아질
을 제외하고는 치수 주위에 비정상적인 상아질이 다량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
정상적인 상아질에는 많은 세포들이 함입되어 있었다.치근부위의 상아질이
형성되지 않은 결과로 설측면이 상아질에 의해 둘러싸이지 않고 노출되어 있
었으며,치주조직의 정상적인 발생 양상도 관찰할 수 없었다(Fig.1).생후 17
일의 NFI-CK/O 생쥐의 구치 종단 표본에서는 치관의 상아질은 정상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치근 발생 부위는 상아질의 형성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Fig.
2).구치부에 비하여 전치부의 NFI-CK/O생쥐의 이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은 전치부에 비하여 구치부의 치근발생이 시기적으로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이 결과는 NFI-C유전자가 치아의 발생과정에서 후기 치아
의 발생 과정 특히 치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근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Hertwig상피근초가 있어야하고 치근 상아모세

포의 분화가 필수적이다.Hertwig상피근초가 정상적인 위치에 형성되고 치유
두 세포로부터 상아모세포의 분화를 정상적으로 유도해야 비로소 치근이 정상
적으로 형성된다22).이 연구에서 NFI-CK/O 생쥐의 치근의 상아모세포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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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관찰되었다.그러나 치근 상아모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ertwig상피근초의 이상 유무는 확인하지 못하
였다.따라서 NFI-CK/O 생쥐의 치근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하여 cytokeratin과 같은 상피에서 독특하게 발현되는 물질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를 이용하여 NFI-CK/O 생쥐의 Hertwig상피근초의 특
성을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아모세포는 세포체와 세포질 돌기를 갖고 있는 키가 크고 극성을 띠는 세

포로 상아전질과 상아질을 형성하고 유지한다.상아모세포는 그 원위 끝단으
로 기질 단백질을 분비하는 고도의 극성을 띠는 결합조직-합성 세포이다.골
세포나 연골세포와는 달리 상아모세포는 석회화된 기질에 함입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상아질의 치수 측에 자리한다.인접한 상아모세포들 사이에는 결합들이
관찰되는데 틈새연접(gap junction), 폐쇄연접(zonula occludens, tight
junction),부착띠(adhesionbelts),부착반점(desmosomes)등이 그 예이다.세
포체가 돌기가 되는 먼 쪽에서는 대부분 부착띠와 폐쇄연접이 섞여서 나타나
는 연접복합체의 형태로 나타난다.액틴 미세사들이 부착띠 내로 들어가는 것
이 현저하며 종말그물을 형성한다23,24,25).이 연접복합체는 상피세포에서처럼
세포를 완전히 둘러싸는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소적인 형태로
나타난다.이 결합장치들이 상아모세포가 상아질 내면을 따라서 한 층으로 배
열 할 수 있게 하며,상아전질에 세포들이 함입되지 못하도록 세포들끼리 붙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26,27).또한,이런 결합장치들이 상아전질과 상아질을 평
탄한 양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에서 NFI-C K/O 생쥐의 상아모세포는 정상
상아모세포와는 다르게 세포의 키가 작고 둥글며 세포끼리 서로 부착되어 있
지 않았다(Fig.3A,B).이 세포들은 또한 세포 극성과 방향성이 상실되고 세
포 덩어리가 관찰되는 등 매우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으며,고배율 소견에서
정상 생쥐의 상아모세포들 사이에서는 다수의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이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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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NFI-C K/O 생쥐의 상아모세포에서는 종말그물이나 연접복합체와 같
은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을 관찰할 수 없었다(Fig.3C,D).이 결과는 NFI-C
유전자가 결손되면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형성에 이상이 초래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형성 이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가
분화된 것인지 아니면 NFI-C유전자가 결손으로 상아모세포의 표현형이 골모
세포로 변한 결과로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형성 이상이 초래된 것인지에 관하
여는 향후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배 등18)은 최근에 상아모세포주인 MDPC-23세포에 NFI-C를 과발현 또는 발

현 억제시킨 후 DSPP와 BSPmRNA의 발현 확인을 통하여 상아모세포 분화과정
에서 NFI-C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에 의하면 MDPC-23세포에
NFI-C를 과발현시킨 3일 후에 DSPPmRNA의 발현이 확인되었다.이는 정상적
으로는 MDPC-23세포가 배양 14일후에 DSPPmRNA를 발현한다는 사실을 생각
하면,NFI-C에 의해 DSPPmRNA의 발현이 촉진되었음을 나타낸다.이 결과는
NFI-C가 상아모세포-특이 유전자인 DSPP의 전사와 상아모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또한,MDPC-23세포에 NFI-C의 발현을 억제시킨
3일 후에는 BSPmRNA의 발현이 확인되었다.이 결과는 NFI-C의 기능이 상실되
면 MDPC-23세포의 표현형이 상아모세포에서 골모세포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
사하는 연구 결과이다.또한,최근에 Thyagarajan등28)이 TGF-β1을 과발현시킨
transgenicmice에서 상아모세포의 세포 극성이 상실되며,골양상아질과 유사한 상
아질에 세포가 함입되고 DSPPmRNA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는 NFI-C
K/O 생쥐의 상아모세포의 변화와 유사한 것이다.이 결과는 TGF-β1을 과발현시
킨 transgenicmice와 NFI-CK/O mice에서 모두 상아모세포에서 골모세포로 세
포의 특성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NFI-C K/O 생
쥐의 상아모세포가 형태학적으로 골모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
과 연관하여 NFI-C나 TGF-β1등의 유전자에 의하여 상아모세포가 골모세포로
변환되는 기전에 관하여는 많은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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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은 전자현
미경과 freeze-fracture법을 이용하여 연구되어 왔으나 이 방법들로는 세포에
존재하는 결합장치들의 위치를 명확히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29).
따라서 최근에는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결합장치를 구성하
는 단백질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검출하여 위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
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30).몇 가지 세포내막단백질들이 폐쇄연접의 세포질 부
분을 구성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225kDa의 막
단백질인 ZO-1 이다31). 폐쇄연접의 두 세포사이의 막통과 단백질로는
occludin과 caudin이 알려져 있다32,33,34).
법랑모세포와 상아모세포의 연접복합체의 구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법랑모

세포에는 벨트형태(belt-like,zonula)의 결합장치가 존재하는 반면에 상아모세포에
는 반점 형태(macula)의 결합장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폐쇄연접은
일반적으로 세포의 두 가지 기능 즉 세포가 극성을 띠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과
세포사이로 물질이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차단막 역할을 한다37,38,39).법랑모세
포에는 두 부위에 폐쇄연접이 존재한다.하나는 중간층 세포에 인접한 법랑모세포
의 근위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랑질을 분비하는 부위인 원위부의
것이다.이와 비교하여 상아모세포는 상아질을 분비하는 쪽인 원위부에만 폐쇄연
접이 존재한다40).법랑모세포가 분화할 때 ZO-1단백질은 법랑모세포의 원위
부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근위부에서도 발현된다.반면에
occludin은 초기 법랑모세포에서는 근위부와 원위부에 모두 발현되지만 분비-성숙
법랑모세포에서 원위부에서만 국한되어 발현된다41).이는 법랑모세포가 분화하여
법랑질을 분비하는 시기에 세포들의 극성이 높은 점을 생각할 때 근위부의 폐쇄연
접은 세포사이의 차단막 기능과 관련이 깊으며,원위부의 폐쇄연접은 극성의 형성
과 유지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세포의 극성과 주로 관련되는
단백질은 ZO-1이고 폐쇄연접의 투과장막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occludin으로 생각할 수 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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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생후 10일의 NFI-CK/O 생쥐에서도 법랑모세포에서는 ZO-1
단백질이 법랑모세포의 근위쪽과 원위쪽에서 모두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나,비
정상적인 상아모세포에서는 ZO-1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았다(Fig.4A,B).이
는 정상적인 상아모세포가 NFI-CK/O의 결과로 세포사이 결합장치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또한,생후 17일의 구치 종단 표본에서 ZO-1
단백질은 정상 생쥐와 NFI-CK/O 생쥐의 치관부 상아모세포에서 모두 약하
게 발현되었다(Fig.4C,D).이 결과는 NFI-C가 치아의 후기 발생과정 즉 치
근의 형성에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구치 치관부의 상아모세포는 정상적으로
세포사이 결합장치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Occludin단백질은 생후 17일의
정상 생쥐의 전치 종단 표본에서 상아모세포에 뚜렷한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NFI-C K/O 생쥐에서는 비정상적인 상아모세포에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Fig.5A,B).이는 전치부의 상아모세포가 NFI-C K/O에 의하여 그 특성이
변화하였음을 나타낸다.이와 비교하여 생후 10일의 정상 상아모세포에서 ZO-1
가 아주 약하게 발현된 결과를 보였는데,이는 상아모세포의 원위부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ZO-1의 양이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검출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량이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NFI-C는 상아모세포의 형태와 표현형에 영향
을 미치는 상아모세포의 분화와 상아질의 형성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
이지만,이에 관련되는 기전과 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NFI-C와 치근형성
유전자와의 상호관계, NFI-C전사인자 연구 및 NFI-C를 조절하는 인자 등에 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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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NFI-CK/O 생쥐에서는 상아모세포의 분화과정에 이상이 초래되어 결과적
으로 상아질 형성에 이상이 생기고 치근 형성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상아
모세포가 분화하여 정상적으로 상아질을 형성하는 데에는 핵과 세포질이 극성
을 띠고 잘 조직화되어 한다.이 과정에는 다양한 세포사이 결합 장치들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NFI-CK/O생쥐에서 상아질 형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상

아모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와 세포사이 결합장치들이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에
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NFI-C K/O 생쥐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인 상아모세포들을 광학 및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형태학적으로 관찰하
고,Zo-1과 occludin의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적으로 관찰하여 세포사이 결합장
치들의 분포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광학현미경 소견에서 NFI-CK/O 생쥐의 전치부 상아모세포는 세포 극성
이 소실되고,여러 층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상아질에 많은 세포들이 함
입된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아질의 소견을 나타냈다.반면에 NFI-C
K/O 생쥐의 구치부 상아모세포는 치관부에서는 잘 조직화된 소견을 보였
으나 치근 형성 부위에서는 세포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세포 극성이 상실
되었다.

2.투과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NFI-CK/O생쥐 전치부의 비정상적인 상아모세
포는 둥근 형태로 세포 사이 간격이 넓으며 폐쇄연접과 같은 세포사이 결
합장치들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3.ZO-1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NFI-CK/O 생쥐의 전치부 법랑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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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위부와 원위부에서 ZO-1이 강하게 발현되었으나 비정상적인 상아모
세포에서는 ZO-1의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다.

4.Occludin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정상 생쥐의 전치부 상아모세포에서
는 occludin의 발현이 관찰되었으나 NFI-CK/O 생쥐의 비정상적인 상아
모세포에서는 occludin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NFI-C가 상아모세포의 분화 이상을 초래하고 비정
상적인 상아질을 형성하는 과정에,세포사이 결합장치의 상실과 같은 형태학
적인 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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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설명

Fig.1.Lightmicrographsshowingcrosssectionofincisorsfrom P10wild
type(1A)andknockout(1B)mice.A:A normalincisorshowsa
circulardentin(D)andodontoblasts(O)liningtheinnersurfaceof
thedentin.Thepulpchamber(P)isfilledwithpulpfibroblasts.B:
A mutantincisorshowsan open areaasaresultoffailureof
dentinformationbyabnormalodontoblasts.Notethickosteodentin
(OD) that contains numerous trapped cells and abnormal
odontoblasts lining the inner surface of osteodentin.Abnormal
odontoblastsdemonstratetotallydifferentmorphology.Theyhavea
round shape (arrowheads), and a lot of cells embedded in
osteodentin.Notetheirmorphologythatresemblesosteoblastsand
osteocytes.Am;ameloblasts,E;enamel.Scalebars=200 μm.

Fig.2.Lightmicrographsshowinglongitudinalsectionofmolarsfrom P17
wild type (2A) and knockout (2B) mice. A: Terminally
differentiated odontoblasts (O)are elongated and extremely well
organizedasasheetofodontoblastslocatedperpendiculartothe
dentin(D)surface.B:A mutantmolarshowsanpreodontoblasts
andodontoblastsdemonstratingdifferentmorphology.Odontoblasts
shows well organized and elongated in coronal dentin area.
However,preodontoblastsshowsdisorganizedpatternespeciallyin
rootdentinarea.Am;ameloblasts,E;enamel,P;pulp.Scalebars=
20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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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Electronmicrographsshowingodontoblastsinlongitudinalsectionof
mandibularincisorsfrom P17wildtype(2A andC)andknockout
mice (3B and D).A:Odontoblasts in wild type incisor are
elongated,wellorganizedandtightlyarranged(Uranylacetateand
Lead citrate stain,×1,000).B:Abnormalodontoblasts ofmutant
incisordemonstratetotallydifferentmorphology.Theyhavearound
shape,andnottightly arranged(UranylacetateandLeadcitrate
stain,×1,000).C:Thereweremanyintercellularjunctions(arrows)
suchastightjunctionsbetweenodontoblastsofthewildtypemice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stain, ×7,000). D: Neither
intercellular junctions nor terminal webs are observed in
odontoblastsofknockoutmice(UranylacetateandLeadcitrate
stain,×7,000).

Fig.4.ImmunohistochemicallocalizationofZO-1inlongitudinalsectionsof
mandibularincisorsfrom P10wildtype(4A)andknockoutmice
(4B),andmolarsfrom P17wildtype(4C)andknockoutmice(4D).
A:A normalincisorshowsspotsandlinespositivelyreactiveof
ZO-1attheproximal(arrows)anddistalends(arrowheads)ofthe
secreting ameloblasts (Am). Weak immunoreactivity is also
observed in thesecreting odontoblasts(O).B:A mutantincisor
showslabelingforZO-1attheproximal(arrows)anddistalends
(arrowheads)oftheameloblasts.ImmunostainingforZO-1isnot
observed in the abnormalodontoblasts.C and D:Normaland
mutantmolarsshowspositivereaction forZO-1intheproximal
(arrows)anddistalends(arrowheads)oftheameloblasts,and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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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lyexpressioninodontoblasts.E;enamel,P;pulp.Scalebars=
200 μm.

Fig.5.Immunohistochemicallocalizationofoccludininlongitudinalsection
ofmandibularincisorsfrom P17wildtype(5A)andknockoutmice
(5B).A:A normalincisorshowsexpression foroccludinatthe
proximal (arrows) ends of ameloblasts (Am) and also in
odontoblasts(O).B:A mutantincisorshowsimmunolabeling for
occludin attheproximal(arrows)endsofameloblasts.However,
immnostaining for occludin is not observed in the abnormal
odontoblasts.OD;osteodentin,P;pulp.Scalebars=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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