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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we focused on stem cells in the dental papilla of the tooth germ. The tooth

germ, sometimes called the tooth bud, is the primordial structure from which a tooth is formed. The

tooth germ consists of the enamel organ, the dental papilla, and the dental follicle. The dental

papilla lies below a cellular aggregation of the enamel organ. Mesenchymal cells within the dental

papilla are responsible for formation of dentin and pulp of a tooth. Tooth germ disappears as a tooth

is formed, but that of a third molar stays in the jawbone of a human until the age of 10 to 16,

because third molars grow slowly. Impacted third molar tooth germs from young adults are some-

times extracted for orthodontic treatment. 

In the present study, we evaluated the osteogenic activity and mineralization of cultured huma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Dental papillas were harvested from mandible during surgical extraction

of lower impacted third molar from 3 patients aged 13-15 years. After passage 3, the dental papilla-

derived cells were trypsinized and subsequently suspended in the osteogenic induction DMEM medi-

um supplemented with 10% fetal bovine serum, 50 g/ml L-ascorbic acid 2-phosphate, 10 nM dex-

amethasone and 10 mM -glycerophosphate at a density of 1 × 106 cells/dish in a 100-mm culture

dish. The dental papilla-derived cells were then cultured for 6 weeks and the medium was changes

every 3 days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Dental papilla-derived cells showed positive alkaline

phosphatase (ALP) staining during 42 days of culture period. The formation of ALP stain showed its

maximal manifestation at day 7 of culture period, then decreased in intensity during the culture

period. ALP mRNA level was largely elevated at 1 weeks and gradually decreased with culture time.

Osteocalcin mRNA expression appeared at day 14 in culture, after that its expression continuously

increased in a time-dependent manner up to day 28. The expression remained constant thereafter.

Abstract



Ⅰ. 서 론

줄기세포 및 전구세포를 이용하는 골조직공학은 현재 구

강악안면 역의 골결손에 하여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분

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골수에서부터 분리되는 골수기원줄

기세포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골막, 연골, 윤활막 등과 같

은 조직에서도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골조직공학

을 통한 성공적인 골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

가 골전구세포의 획득이다. 매복치 발치 등을 포함한 일반

적인 구강내 시술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골막에서 추출한

골막기원세포 (periosteal-derived cells)의 골형성 능력은

이미 본 교실의 이전 연구에 의하여 보고되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배 (tooth germ)의 한 구성요소인 치유두

(dental papilla)에서 추출한 세포들에서 골형성 능력을 연

구하고자 한다. 

치배는 법랑기 (enamel organ), 치유두 및 치낭 (dental

foll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사

라지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3 구치는 천천히 자라

약 16세 정도까지는 존재하므로 이 시기에는 치유두가 존

재한다. 치유두는 법랑기의 세포 집층 하방에 존재하는 조

직으로 향후 상아질과 치수 형성을 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간엽조직 세포 (mesenchymal cells)를 함유한다6-9). 임상

적으로는 치배가 존재하는 시기에 교정적 목적으로 매복된

치배를 발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 교실에서는 매

복된 치배의 발치과정에서 추출한 치유두가 골조직공학을

위한 골전구세포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치유두

유래세포 (dental papilla-derived cells)의 조골활성과 골

기질 형성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치유두 유래세포의 추출 및 증식

본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따르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13에서 15세의 3명의 환자에게서 매복된 하악 제3 구치

치배의 발치과정에서 치유두를 채취하여 몇조각으로 다시

자른다 (Fig. 1).

이를 100-mm culture dish에 넣은 후 넣은 후 10%

fetal bovine serum, 100 I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37℃, 5% CO2 배

양기 (Model 3546, Forma Scientific Inc, OH, USA)를

통하여 배양한다. 약 90%의 세포군집 (confluence)을 나

타내면 증식된 세포들을 0.02% 트립신과 0.02% EDTA로

5분간 트립신 처리시키고 1,5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계

배양을 실시한다. 

2. 치유두 유래세포의 표면 표지자 분석 (Cell Sur-

face Markers Analysis)

일차배양 후, 치유두 유래세포들을 트립신 처리하고 5 ×

105개 정도의 세포를 30분간 얼음에서 일차항체와 배양시

켰다. CD44, CD90, 그리고 CD166에 한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conjugated 항체를 사용하 으며

mouse IgG-FITC를 음성 조군으로 이용하 다. 결과는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FACS) calibur flow

cytometer를 통하여 히스토그램 점도 (histogram plot)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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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x2 expression appeared at day 7 with no detection thereafter. Von Kossa-positive mineralization

nodules were first present at day 14 in culture followed by an increased number of positive nodules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the culture period. Osteocalcin secretion was detectable in the culture

medium from 1 week. The secretion of osteocalcin from dental papilla-derived cells into the medium

greatly increased after 3 weeks although it showed a shallow increase by then. 

In conclusion, our study showed that cultured huma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differentiated

into active osteoblastic cells that were involved in synthesis of bone matrix and the subsequent min-

eralization of the matrix.  

Key words: Dental papilla-derived cell,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Mi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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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유두 유래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

Passage 3을 거친 후, 치유두 유래세포들은 1 × 106

cells/dish의 도로 100-mm culture dish에 주입하고

10% fetal calf serum, 50μg/ml L-ascorbic acid 2-phos-

phate, 10 nM dexamethasone, 그리고 10 mM β-glyc-

erophosphate이 포함된 DMEM로 구성된 골형성 유도 배

지에서 6주동안 배양한다. 50μg/ml L-ascorbic acid 2-

phosphate, 100 nmol dexamethasone, 그리고 10 mM

β-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골형성 유도 배지를 매 3일

마다 교체해주며 6주동안 배양하 다.  

4. 배양된 치유두 유래세포의 조골세포관련 유전인자

의 발현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7, 14, 21, 28, 35, 그리고 42일의

배양기간동안 치유두 유래세포의 조골활성 정도를 평가하

다.  

(1)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에 한 조직화학적 검사

(Histochemical detection of Alkaline phos-

phatase, ALP)  

인산염 식염수로 세포층을 세척한 후, 3.7% 포름알데히

드와 90%에탄올로 2분간 고정하고 10분간 TBS (Tris

Buffer saline)에 세척하 다. 이후 5-bromo-4-chloro-3-

indolyl phosphate와 nitroblue tetrazolium (BCIP/

NBT, Amresco, Ohio, USA)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기

질로 실온에서 10분간 염색하 다. 

(2)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calcin에 한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총 RNA를 각 주의 세포층에서 TRIzol reagent를 처리하

여 추출하 고 oligo (dT) 시발체 (primer)와 Superscript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Invitrogen Life

Technologies, CA, USA)을 이용한 역전사반응으로

cDNA를 합성하 다. 적절한 시발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cDNA로부터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osteocalcin 및

GAPDH에 한 PCR 증폭을 실시하 다. PCR을 위하여

사용체 시발체는 다음과 같다 (sense / antisense) : 5’-

AATGCATCCTGCACCACCAA-3’, 5’-GTAGC-

CATATTCATTGTCAT-3’, 515bp, glyceraldehyde-3-

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5’-CCCT-

CACACTCCTCGCCCTAT-3’, 5’-TCAGCCAAC-

TCGTCACAGTCC-3’, 246bp, osteocalcin, 5‘-

CCTCCTCGGAAGACACTCTG-3’, 5’-AGACTGCGC-

CTGGTAGTTGT-3’, 238bp,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RT-PCR 산물은 1.5% 아가로스겔을 사용하여 전기 동으

로 확인하 다.   

5. 배양된 치유두 유래세포의 골기질 형성정도의 평가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7, 14, 21, 28, 35, 그리고 42일의

배양기간동안 치유두 유래세포의 골기질 형성정도를 평가

하 다.  

(1) Von Kossa 염색

무기질이 침착된 기질을 갈색으로 표현되게 하는 Von

Kossa 염색을 통하여 골기질 형성정도를 평가하 다. 배양

Fig. 1. The photographs showing the dental papilla from extracted tooth g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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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포를 인산염 식염수로 세척하고 4% 포름알데히드로

10분간 고정하 다. 증류수로 세척한 후, 5% 질산은 용액

으로 처리하고 30분간 암실에서 보관하 다. 과잉의 질산

은 용액을 증류수로 여러번 세척하고 발색을 위하여 중탄산

나트륨/포름알데히드 용액을 7분간 적용하 다. 5% 티오

황산염나트륨으로 여분의 질산은을 중성화시켰다. 

(2) Osteocalcin 분비의 정량화적 평가 (Quantification

of osteocalcin secretion) 

6주까지의 치유두 유래세포 각각의 배지에서 분비되는

osteocalcin의 정량화적 평가를 위하여 분석하기 48시간

전, 혈청이 배제되고 10 nM dexamethasone, 50μg/ml

L-ascorbic acid 2-phosphate, 그리고 10 mM β-glyc-

erophosphate이 포함된 배지로 교체하 다. 48시간 배양

후, 분비되는 osteocalcin의 양은 효소면역분석법

(Enzyme immuno assay (EIA), Intact Osteocalcin

EIA kit, Biomedical Technologies Inc, MA, USA)을 통

하여 흡광도 450 nm에서 측정하 으며 측정된 값은

ng/mL로 표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치유두 유래세포의 표면 표지자 분석

FACS를 이용하여 치유두 유래세포의 표면 표지자를 분

석하 다. 치유두 유래세포는 간엽 줄기세포 (mesenchy-

mal stem cells)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 CD44, CD90, 그

리고 CD166에 양성을 나타내어 배양된 인간 치유두 유래

세포의 표현형 (phenotype)이 간엽 줄기세포와 유사함을

관찰하 다 (Fig. 2). 

2. 치유두 유래세포 배양

치유두 유래세포는 일차배양 및 계 배양을 거치는 동안

가늘고 긴 섬유아세포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배양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증식으로 다층의 집락

을 형성하 으며 배양 2주째부터는 무기질 결절을 형성하

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 다 (Fig. 3, 4). 

3. 배양된 치유두 유래세포의 조골세포관련 유전인자

의 발현

(1)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에 한 조직화학적 검사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발현은 배양 7일에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배양기간동안 이의 발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배양 6주째에는 거의 발현되지

않았다 (Fig. 5).  

(2)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calcin에 한 RT-

PCR 분석

ALP mRNA 발현은 일차배양 및 계 배양을 거치는 비

골형성 유도 배지 (non-osteogenic medium)에서도 강하

게 발현되었고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는 배양 7일째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이후 이의 발현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Osteocalcin mRNA 발현은 일차배양 및 계 배양

을 거치는 비골형성 유도 배지에서는 발현되지 않았고 골형

성 유도 배지에서도 배양 14일째 처음으로 약하게 발현되

어 이후 배양 28일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며 이후에

는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Fig. 6). 

CD 44                    CD 90                     CD 166

Fig. 2. FACS analysis of cultured huma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The gray histograms represent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the cells with negative control mouse IgG-FITC. The green histograms show the fluorecence intensity of the cells with each
antibod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ltured huma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own the phenotypic characterizat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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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steogenic

1W 2W          3W

4W 5W          6W

Fig. 3. Confocal laser microscopy photomicrographs of cultured huma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Dental papilla-
derived cells presented a fibroblastic morphology in non-osteogenic inductive culture medium for early passages.
Under the osteogenic condition, After 3 passages, periosteal-derived cells were cultured in osteogenic medium as a
monolayer for up to 6 weeks (6W). The cells formed colonies in multiple layers, and the precipitates indicated as
black spots appeared at 2 weeks and gradually increased with respect to culture time. Bar = 200 μm.



4. 배양된 치유두 유래세포의 골기질 형성정도

(1) Von Kossa 염색

무기질이 침착되어 갈색으로 인기되는 의미있는 골기질

형성은 배양 14일에 나타나 이후 배양기간동안 이의 양상

은 계속적으로 증가하 다 (Fig. 7). 치유두 유래세포에서

분비되는 osteocalcin은 비골형성 유도 배지에서는 인지되

지 않았으나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는 배양 7일째부터 관찰

되어 그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관찰하 다. 배양 3주

째까지는 그 분비양상의 증가가 완만하 으나 이후, 이의

분비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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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 of 6-week-cultured dental papilla-
derived cells. The cells became a membrane-like struc-
ture with enough thickness to grasp with forceps. 

1W 2W          3W

4W 5W          6W

Fig. 5. Histochemical expression of ALP. ALP-positive cells are indicated by blue/purple staining. ALP was expressed
strongly at 1 week (1W) followed by continuously decreased expression during the culture period. Bar =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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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of ALP and osteocalcin during the osteoblastic differentiation of dental
papilla-derived cells. Dental papilla-derived cells were cultured in osteogenic conditions for
up to 6 weeks (6W).
OM (-) ; non-osteogenic culture medium, OM (+); osteogenic culture medium.

1W 2W          3W

4W 5W          6W

Fig. 7. Von Kossa staining for mineralized nodule formation in dental papilla-derived cells cultures at sequential time
points. Von Kossa-positive mineralization nodules first appeared after 2 weeks (2W) of culture. Subsequently miner-
alization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the cultur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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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악안면 역의 골결손에 하여 최근 줄기세포 혹은 전구

세포를 통한 골조직공학적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에 한 안으로 두되고 있다. 척추 혹은 장골에서

채취되는 골수는 표적인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이다. 그러

나 골수로부터 관련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은 악안면 역의

임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다. 흡입을 통

한 골수의 채취는 그 준비과정의 간단히지 못함과 패혈증

및 시술후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존재가능성으로 임상적인

면에서 유리하지 못한 여건을 제공한다. 골조직공학적 이용

가치가 있고 쉽게 접근하여 채취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면

조직공학적 측면에서 큰 장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리하여 최근 골막기원세포 (periosteal-derived cells) 및

지방기원세포 (adipose-derived cells) 등과 같은 세포들이

골수기원줄기세포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와 유사한 조골세포로의 분화능을 포함하여 여

러 가지 간엽조직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10-13).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학적 골형성을 위하여 교정적 목적

등으로 발치하게 되는 치배의 한 구성요소인 치유두에서 유

래하는 세포를 이용하여 조골세포 관련 표현형을 관찰하

다. 치배는 법랑기 치유두 및 치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숙된 치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치배내의 세포들은 광화과

정에 관여하게 된다. Handa 등14)은 소의 치배에서 추출한

치낭세포들이 백악질과 유사한 광화조직 (cementum-like

mineralization tissue)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

나 그 세포들이 골과 같은 조직은 형성하지 못하 다고 보

고하 다. 그러나 Zhao 등15)은 CD-1 쥐에서 추출한 치낭

세포들을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2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ic protein-2)로 처리했을 경우,

백악질모세포/조골세포 표현형을 나타내며 광화조직을 형

성한다고 보고하 다. 치배의 치유두를 이용한 연구에서

Shteyer 등16)은 인간의 치유두에서 유래한 세포들을 가슴

샘없는 쥐 (athymic mice)에 주입하 을 경우, 상아질모세

포로 분화는 하나, 광화물질을 형성하지는 못하 다고 하

다. Kamata 등17)은 인간 끝분절 역전사효소 (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처리에 의하여 만든

무한증식 치유두 및 치수 세포 (immortalized dental

papilla and dental pulp cells)는 ascorbic acid와 β-

glycerophosphate의 존재하에서 광화를 형성함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치배의 구성요소 세포들의 광화와 관련된

보고가 일부 있으나 치유두에서 유래하는 세포의 조골세포

분화과정에서 관련된 생화학적 표지자 (biochemical

marker)의 순차적 발현 (time-sequential expression)은

연구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유두 유래세

포에서 간엽 줄기세포 표지자의 발현 양상과 조골세포로의

분화과정동안 조골세포 관련 표지자의 순차적 발현을 연구

하 다. 간엽 줄기세포 표지자로 CD44, CD90, 그리고

CD166을 이용하 는데 치유두 유래세포는 CD44, CD90,

그리고 CD166 모두에 양성을 나타내어 배양된 인간 치유

두 유래세포의 표현형은 간엽 줄기세포와 유사함을 관찰하

다. 

일반적으로 미분화 상태에서 기능을 나타내는 활동성 조

골세포로의 분화과정은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

calcin의 발현 및 무기질 침착과 같이 특정 시기에서 특정

유전인자들이 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의 발현은 분화 초기에 나타나며

osteocalcin의 분비 및 무기질 침착은 조골세포로의 분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다.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조골세

포에서 형성되고 무기질 침착을 위한 인산염 혹은 무기성

피로인산염의 국소적 증가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

적으로 분화 초기의 조골세포 특이 표지자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osteocalcin은 거의 독점적으로 조골세포에 의하여

생성되며 분화 후반기인 성숙한 조골세포의 특이 표지자로

알려져 있는 골기질 단백질이다18-21). 본 연구에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는 배양 7일째 가장 강한 발현을 나타내었으

며 이후 이의 발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 Osteocalcin

의 발현은 배양 14일째에 처음으로 나타나 이후 배양 28일

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으며 이후에는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골막기원세포에서 분비되는 osteocalcin은 배

양 1주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배양 2주째부터는 그 분

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관찰하 다. 효소면역분석법을

Fig. 8. Quantification of osteocalcin secretion from den-
tal papillal-derived cells. Dental papilla-derived cells
were cultured in osteogenic conditions for up to 6
weeks (6W). The osteocalcin level was represented as
mean and SD (n = 3) of nanogram (ng) of osteocalcin
by mL medium at the indicated cul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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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배지로 분비되는 osteocalcin에 한 정량화적 분석

에서는 osteocalcin의 분비가 배양 7일째부터 나타나 배양

21일째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후 배양기간 동안에는 이

의 분비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Von Kossa 염색을 통한 석

회화된 골기질의 평가에서도 배양 14일째에 von Kossa 양

성의 석회화된 골결절이 나타나 이후 시간의존성으로 계속

적으로 침착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와 osteocalcin의 발현에

한 일반적인 사실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여 치유두 유래세포

가 성숙한 조골세포로 잘 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저자들의 이전 골막기원세포의 조골세포로의 분화과정

에 한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치유두 유래세포의 조골세

포로의 분화과정이 좀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배양된 인간 치유두 유래세포는 간엽 줄

기세포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조골활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골조직공학에서 또 다른 골 전구세포의 원천이 될 수 있으

리라 여겨진다.  

Ⅴ. 결 론

경상 학교 병원의 윤리위원회를 따르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13에서 15세의 3명의 환자에게서 매복된 하악 제

3 구치 치배의 발치과정에서 치유두를 채취하여 일차배양

및 계 배양을 실시하고 passage 3을 거친 치유두 유래세

포를 50μg/ml L-ascorbic acid 2-phosphate, 10 nM

dexamethasone, 그리고 10 mM β-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6주동안 배양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유두 유래세포는 일차배양 후 CD44, CD90, 그리고

CD166에 양성을 나타내어 그 표현형이 간엽 줄기세

포와 유사하 다. 

2. 치유두 유래세포는 50μg/ml L-ascorbic acid 2-phos-

phate, 10 nM dexamethasone, 그리고 10 mM β-

glycerophosphate이 포함된 골형성 유도 배지에서 다

층의 집락을 형성하 고 배양 2주째부터는 무기질 결

절을 형성하기 시작하 다. 

3. 치유두 유래세포에서 배양 7일에 알칼리성 인산분해효

소의 발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배양기간동안 이

의 발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치유두 유래세포에서 배양 14일째 처음으로 osteocal-

cin의 발현이 나타났고 이후 배양 28일째까지 이의 발

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5. 치유두 유래세포에서 von Kossa 염색에 양성을 나타

내는 침착된 골기질은 배양 14일째에 처음으로 나타나

이후 배양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 다. 

6. 치유두 유래세포에서 형성되어 배지로 분비되는

osteocalcin은 배양 7일째부터 관찰되어 이후 시간의

존성으로 그 분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관찰하 다.

배양 21일째까지는 그 분비양상의 증가가 완만하 으

나 이후, 이의 분비는 급격히 증가되었다. 

상기 결론을 통하여 교정적 목적으로 발치되는 치배에서

채취하여 치유두에서 추출한 치유두 유래세포는 간엽 줄기

세포의 표현형을 나타내고 조골활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골

조직공학에서 또 하나의 골전구세포의 원천이 될 수 있으리

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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