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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말씀말씀말씀말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와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

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

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9-10)

 저의 부족한 논문이 있기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의 정신적 신앙적 모델이 되어주신 부

모님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들 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격려로 지켜봐주신 장인, 장모님

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조언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승종 교수님께 심

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학문적 모델이셨던 교수님께서는 친절한 지도로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심사를 맡아주신 이

찬영 교수님과 김의성교수님, 김진교수님, 홍찬의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병덕교수님, 박성호교수님, 금기연교수님, 정일영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을 도와주신 조혜영, 박수빈선생과 구강병리학 교실 차충민선생, 김현실선

생, 구강조직학 교실 조성원선생, 허경석선생과 나머지 교실원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기

도와 내조가 많은 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많은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빠의 논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예본이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짧은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

금까지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받기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분들께 받은 사랑에 조금이

나마 보답하는 길이리라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

를 바라나이다 (시편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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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흰쥐 상악 대구치를 발거 한 후 급속 냉동보존을 통해 치아

를 보관하였을 때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은 74마리 4주령의 암컷 Sprague-Dawley계의 흰쥐를 사용하여 각군당 

10마리의 쥐에서 상악 좌우 제1, 2대구치를 발거하여 모두 40개의 치아를 사용하

였다. 대조군은 즉시 발치군이며 냉동군은 F medium 에 5% Dimethylsulfoxide 

(DMSO) 6% Hydroxyethyl starch (HES)를 포함한 군 (1군), 10% DMSO를 포

함한 군 (2군) 그리고 Viaspan®에 5% DMSO 6% HES (3군), 10% DMSO를 포

함한 군 (4군)으로 나누어 1주일간 액체질소에 냉동한 뒤 해동하였다. 냉장군은 F 

medium (5군)와 Viaspan® (6군) 에 넣어 1주간 4℃ 냉장고에서 보관하였다.  냉

동 및 냉장보존한 후에는 in vivo MTT 검색법을 시행하였다. 개개 치아의 치근면 

단위면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치근을 1% eosin Y 용액에 12시간 담근 후 1% 

acid alcohol로 용해시켜 530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을 in vivo MTT 측정값으

로 나누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 Two way ANOVA 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95% 신뢰 구간에서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군당 2개의 치아를 같은 방법

으로 처리한 후 10㎛ 두께로 냉동 절단하여 광학 현미경과 편광 현미경하에서 관

찰하였다.

1, 2군은 3, 4군보다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6군은 5군보다 높은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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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었다 (p<0.05). 광학 현미경 관찰에서 MTT 결정은 파란색을, 편광현

미경에서는 밝은 오렌지색을 나타내었고 전체적으로 in vivo MTT 검색법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5%, 10% DMSO를 사용한 F medium 배지로 냉동보존한 경

우가 Viaspan®을 배지로 냉동하였을 때나 냉장보존 하였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차 있게 높은 세포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p<0.05). 

핵심되는 말 : 치주인대세포, 활성도, MTT 검색법, 냉동보존, 냉장보존,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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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발거된 치아의 치근면에 살아있는 치주인대세포를 유지하는 것은 치아 이식

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Andreasen et al. 1981). 따라서 발

거된 치아를 보관 용액에 보존하여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오래 유지하고자 하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Todo등은 Viaspan®이 간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세포의 종창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보관 용액임을 증명하였

으며 (Todo et al. 1989) Hiltz와 Trope은 섬유아세포를 실온의 HBSS 

(Hanks' balanced salt solution)와 Viaspan®에 24시간 동안 보관하였을 때 

세포의 활성도가 각각 71.3%와 76.7%로 유지함을 보임으로써 Viaspan®의 우

수성을 증명하였다 (Hiltz et al. 1991). Chung은 항산화제인 Chlorophyllin이 

첨가된 HBSS에 사람의 치주인대세포를 보관했을 때 높은 치주인대세포 활성

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Chung et al. 2004). 

  일반적으로 이식의학에서 세포의 활성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보존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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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저온보존법과 냉동보존법을 들 수 있다. 저온보존법은 주변온도가 1

0℃ 내려갈 때 세포대사는 1.5-2배 감소된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37℃에서 0℃로 내려가면 대사는 12-13배 감소하게 된다 (Rubinsky 

2003). 간, 췌장, 신장 등은 현재 0-5℃에서 UW (University of Wisconsin) 

용액에 2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기계식 관류 (machine perfusion)에 의해 

신장은 7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 (Southard et al. 1995). 그러나 저온보존

은 보존 시간이 길어지면 허혈성 손상을 받으며 이식 후 재관류때에는 호중구 

(neutrophil)의 침윤과 함께 산소유리기 (oxygen free radical)가 생성되어 조

직 손상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McCord 1985, Fischer et al. 2000). 

  보다 장기적인 보존법인 냉동보존법은 1948년 Polge 등이 glycerol을 첨가

하였을 때 닭의 정자 (spermatozoa)가 -70℃에서 생존함을 우연히 발견하면

서 시작되었는데 (Pegg 2002), 현재 주로 세포나 조직의 일부 수준에서 냉동

보존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심장판막이나 피부, 각막, 포유류의 수정란 등도 

냉동보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기관의 냉동보존은 이용되고 있지 

않다. Schwartz 등은 원숭이의 치아를 1주간 냉동보존 후 재식하는 방법을 보

고하였으며 (Schwartz et al. 1983, Schwartz et al. 1985) 1986년에는 최초

로 사람의 상악 소구치를 냉동상태로 18개월 동안 보관한 후에 재식하고 4년 

후에도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정상 치주인대로 치유되었음을 보고하였다 

(Schwartz 1986). 

  냉동보존시에는 빙정 (氷晶) 생성시에 발생되는 손상과 이차적인 용질 

(solute)의 농축으로 인한 삼투압증가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위한 동해 방지

제 (cryoprotectant)가 필수적이다 (Pegg 2002). Lovelock은 glycerol이 

glycerol-NaCl-water solution의 상평형상태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동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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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염의 농도를 감소시켜 동해방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Lovelock 1953). 

Dimethylsulfoxide (DMSO)는 세포 투과성이 좋아 glycerol과 함께 침투성 동

해방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DMSO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나 높

은 온도나 고농도에 노출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Neulieb et 

al. 1990). Hhydroxyethyl starch (HES)는 비침투성 동해방지제로서 세포막 

주위에서 냉동중의 세포의 탈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침

투성 동해방지제와 함께 사용되어 DMSO의 농도를 낮추는데 사용된다  

(Katayama et al. 1997). 

 치아의 냉동보존의 유용성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교정치료 중 발거된 

치아를 미래의 자신의 치아 결손 부위에 이식하고자 예비로 보관하거나 

(Schwartz 1992) 발거된 치아를 즉시 이식하기에는 수용 부위의 공간적인 문

제가 있을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치아의 장기 보존이 필

요한 경우 (Schwartz et al. 1986), 그리고 나아가 교정적으로 발거되어 버려

지는 치아나 지치 등을 보관하여 타가치아이식 등을 위한 치아은행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다 (Schwartz 1992).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치아의 보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냉동 후 해동

된 치아나 냉장보존된 치아의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이 이용되었다. Patil 등은 다양한 보관 용액에 탈구된 치아를 보관한 

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fluorescein diacetate (FDA)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극성 ester로서 살아있는 세포의 plasma membrane을 

통과하여 세포내 esterase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발생하는 연두색의 형광을 

이용하여 이를 혈구 계산판으로 세어 활성도를 계산한다 (Patil et al. 1994). 

Hupp 등은 탈구된 치아의 잠재적인 치유 능력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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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거된 치아를 다양한 보관 용액과 시간에 따라 보관한 후 세포의 표식자로 

radioactive DNA precursor인   3H thymidine을 함유한 배지에 37℃에서 24

시간 동안 치주인대세포를 배양하여 부착시킨 후 이들 치아를 탈회시켜 시편을 

관찰함으로써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였다 (Hupp et al. 1998). 

Lekic 등은 교정 치료 목적으로 발거된 소구치를 다양한 건조 시간과 보관 용

액에 보관한 후 치근막에서 치주인대세포를 채취하여 배양시켜서 하나의 세포

에서 형성된 군집 (colony)을 methylene blue 등으로 염색하고 그 군집의 숫

자를 세어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였다 (Lekic et al. 1998). 

Ashkenazi 등은 trypsin과 collagenase를 이용하여 치근 표면으로부터 직접 

치주인대세포를 채취하고 배양시켜 이를 다양한 보관 용액에 보관한 후 

neutral red나 trypan blue 등으로 염색하여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평가하였

다 (Ashkenazi et al. 1999). 

  위와 같이 치주인대세포를 채취하여 배양을 통한 방법은 비교적 쉽고 간편

하기는 하나 세포의 채취과정에서 치근면의 모든 세포가 채취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비록 세포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그 수의 약 70%만이 세포분

열능력이 있어 실제 살아있는 치주조직의 치유 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upp et al. 1997).  또한 이런 방법들은 치근면에서 채취된 세포를 배양한 

것이므로 원래 채취된 세포와는 다른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Ashkenazi 

등은 배양시킨 세포를 이용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분열능력, 집락형성능

력 같은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상태를 정성적으로 규명하려 하였으나 

임상적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Ashkenazi, Sarnat et 

al. 1999, Ashkenazi et al. 2000).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 assay (MTT) 검색법은 많은 시료를 신속, 

정확, 객관성 있게 판독할 수 있어 배양된 세포를 이용한 세포 독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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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Mosmann 1983). 이 방법은 대사과정이 온전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에 탈수소효소가 노란색 수용성 tetrazolium salt 

[3-(4,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자주색을 띄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 결정으로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

한 것이며, formazan crystal은 DMSO에 용해시켜 570nm의 파장에서 흡광도

를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로 측정한다. 이 

흡광도는 MTT가 살아있는 세포에 의해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각 well에 존재

하는 생존세포 수와 비례한다.

  MTT 검색법은 검색의 속도나 수량화 (quantification)하거나 많은 샘플을 검

사하는데 있어 장점이 있으며, 다른 기존의 방법에 비해 MTT 검색법은 우수

한 재현성을 보였으며 clonogenic assay에 비해 약 90%의 예견율을 보였다 

(Shimoyama et al. 1989). Chevallay 등 (2000)은 6주 동안 배양된 쥐의 조

섬유 세포를 이용하여 지혈제로 상품화 되었거나 개발된 콜라겐 스폰지 내에서 

세포들의 성장능력과 생합성 및 분해능력  그리고 matrix 재형성 가능성을 알

아보는 in vitro 실험에서 조섬유 세포의 증식 정도를 modified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plastic상에서 세포를 12일 동안 배양하면서 측정

한 직접적인 세포 수와 MTT 분석법으로 측정한 흡광도 값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 했을 때 매우 일치된 곡선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방법이 장기간 배양

에서 세포 성장 능력 정도를 알아보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Chevallay et al. 2000). 

  위와 같이 in vitro에서의 MTT 검색법은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이지만 in 

vivo에서의 직접 측정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 Henze 등은 돼지의 피부에 

실험적인 화상을 가한 후 MTT 염색을 하여 냉동절편 제작 후 현미경으로 관

찰하여 화상의 깊이를 측정하였다 (Henze et al. 1997). Colangelo등은 MTT 

검색법에서 환원된 formazan 결정을 편광현미경하에서 밝은 결정이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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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noncolorimetric pixel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Colangelo 

et al. 1992, Colangelo et al. 1992). Kim은 쥐 치아 크기가 96 well plate에 

담길 정도로 작기 때문에 MTT 검색법으로 HBSS, dMEM, Viaspan®, Likorol 

등의 보관 용액에 따라 쥐의 치아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Kim 

2003). Jeon은 쥐 치아의 실온에서의 건조상태에 따른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MTT 검색법과 냉동 절단법을 이용하여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는바, MTT 검

색법의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Jeon 2004).

  이에 본 연구는 급속 냉동보존을 통해 치아를 보관하였을 때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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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실험재료및 실험재료및 실험재료및 실험재료및 방법방법방법방법

A. A. A. A. 실험 실험 실험 실험 동물의 동물의 동물의 동물의 전 전 전 전 처치처치처치처치    

  생후 4주된 건강하고 평균 체중 100gm 내외의 암컷 Sprague-Dawley계 흰

쥐 74마리를 이용하였다. 발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0.4% β- 

aminoproprionitrile (β-APN, Sigma, St. Lousis, MO, USA)를 함유한 Purina 

분말과 물을 발치 전 3일간 공급하였다.

  Ketamine (유한케타민, Yuhan co., Seoul, Korea 0.1㎖/100 g) 마취 하에 

접근이 가장 용이한 좌, 우측 상악 제 1 , 2 대구치 (M1, M2)를 모두 발거하

여 이들 치아를 MTT 검색법과   냉동 절편 제작 후 조직학적 관찰에 사용하

였다. 

  날카로운 탐침으로 peritomy를 시행한 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치

아 주위 조직에 최소한의 외상을 가하면서 발치를 시행했으며 이때 발치와 주

변의 출혈은 면봉으로 조절하고 발치 후에는 파절된 부위가 없는지 현미경하에

서 모든 치근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B. B. B. B.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실험에 사용한 보관 용액으로 F medium은 Dulbe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BRL, NY, USA)과 Ham's nutrient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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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Gibco-BRL, NY, USA)를 3:1의 비로 섞고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항생제 penicillin (100units/㎕), streptomycin (100㎕/㎖), fungizone 

(0.3㎍/㎖) (Gibco-BRL)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냉동시 세포질내 동해방지제로는 dimethylsulfoxide (DMSO,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세포질외 동해방지제로 hydroxyethyl  

starch (HES,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가가가가) ) ) ) 실험군 실험군 실험군 실험군 분류분류분류분류

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s        Media DMSO HES

Group 1

Cryo

preservation

F medium
5%

10%

6%

-Group 2

Group 3

Viaspan®
5%

10%

6%

-Group 4

Group 5 Cold

preservation

F medium

Viaspan®

-

-

-

-Group 6

  실험군의 분류는 Table 1에 요약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즉시 발치군을 사용

하였다. 각 군당 10마리의 쥐에서 40개의 치아를 발거하여 MTT검색법에 사용

하였다. 

나나나나) ) ) ) 냉동군냉동군냉동군냉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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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F medium에 5% DMSO및 6% HES함유군

  F medium에 DMSO를 5%, HES를 6%되게 혼합한 후 4℃로 보관하였다. 발

거된 치아는 PBS에 세척한 후 2ml 냉동튜브에 혼합 용액 1ml와 함께 담고 

4℃에서 10분간 보관한 뒤 -196℃의 액체질소 냉동고에 넣어 1주일간 냉동상

태로 보관하였다.

  2군: F medium 에 10% DMSO 함유군

  F medium에 DMSO를 10% 첨가한 보관 용액을 4℃상에서 보관한 후 발거

된 치아를 PBS로 세척하고 F medium에 2.5%, 5%, 7.5% DMSO를 첨가한 용

액에 단계적으로 5분간씩 넣은 후 2ml 냉동튜브에 F medium에 10% DMSO 

혼합 용액 1ml 와 함께 넣고 5분 후에 -196℃의 액체질소 냉동고에 넣어 1주

일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

  3군: Viaspan®에 5% DMSO및 6% HES 함유군

  Viaspan®에 DMSO를 5%및 HES를 6% 첨가한 보관 용액을 4℃상에서 보관

한 후 발거된 치아를 PBS로 세척하고 2ml 냉동튜브에 혼합 용액 1ml 와 함께 

넣고 10분 후에 -196℃의 액체질소 냉동고에 넣어 1주일간 냉동상태로 보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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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군: Viaspan®에 10% DMSO 함유군

  Viaspan®에 DMSO를 10% 첨가한 보관 용액을 4℃상에서 보관한 후 발거된 

치아를 PBS로 세척하고 Viaspan®에 2.5%, 5%, 7.5% DMSO를 첨가한 용액에 

단계적으로 5분간씩 넣은 후 냉동튜브에 Viaspan®에 DMSO를 10% 첨가한 혼

합 용액 1ml 와 함께 넣고 5분 후에 -196℃의 액체질소 냉동고에 넣어 1주일

간 냉동상태로 보관하였다.

냉동군의 해빙방법

  급속 냉동한 치아를 -196℃의 액체질소 냉동고에서 꺼내어 37℃ 수욕조에 

넣어 해빙하였다. 배지가 액체 상태로 되었을 때 수욕조에서 치아를 꺼내어 F 

medium과 Viaspan®의 10% DMSO 함유군 (2군, 4군)은 해빙 후 치아를 4℃ 

상에서 7.5%, 5%, 2.5%, 0% DMSO 가 함유된 각각의 F medium, Viaspan®

용액에 5분간씩 순차적으로 넣어 DMSO를 제거한 후 MTT 검색에 사용하였

다.

  F medium과 Viaspan®의 5% DMSO, 6% HES 함유군은 해빙 후 치아를 

DMSO가 없는 각각의 F medium, Viaspan®용액에 4℃에서 10분간 넣어 

DMSO를 제거한 후 MTT 검색에 사용하였다.

다다다다) ) ) ) 냉장군냉장군냉장군냉장군

  5군: F medium, 6군: Vi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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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거된 치아를 보관 용액이 담긴 96 well plate에 넣은 후 4℃상에서 1주일

간 보관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라라라라) ) ) ) 대조군대조군대조군대조군

치아 발거 후 즉시 MTT 검색에 사용하였다.

C. C. C. C. MTT MTT MTT MTT 검색검색검색검색    

  각 실험군의 처리가 끝난 뒤에 96-well plate에 노란색의 MTT 용액  (0.05

㎎/㎖,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00㎕를 넣고 각 군당 제

1, 2대구치 각각 40개 치아를 MTT 용액이 있는 각 well에 담았다. 이때 혈액 

내의 혈구세포 개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염수로 치근면을 깨끗이 세

척하였다. 

  그 후 알루미늄 foil로 96-well plate를 싸서 3시간 동안 37℃ 회전 진탕기 

상에서 배양하여 MTT가 환원 되도록 하였다. 배양 후 DMSO 150μl를 첨가하

여 15분간 회전 진탕하여 형성된 MTT formazan 결정을 녹여내고 각 well에

서 치아를 제거 한 후 Dynatech MRX ELISA microplate reader (Dynatech 

laboratories, Chantilly, VA, USA)에 넣고 57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D. D. D. D.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치근면에 치근면에 치근면에 치근면에 붙어있는 붙어있는 붙어있는 붙어있는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양 양 양 양 측정측정측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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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된 치아의 치근면에 붙어있는 치주조직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 MTT 검색 실험 후 각 군의 well에서 제거된 치아를 각 군별로 

96-well plate에 치아를 넣고 eosin (1% eosin Y Muto pure chemical co. 

Ltd, Tokyo, Japan) 350μl를 첨가하여 12시간 정도 염색한 후에 치아를 제거

하여 다른 well에 넣은 뒤 치아의 탈회 없이 염색된 치주조직 부위를 깨끗이 

탈색시키기 위해 치아에 1% acid alcohol 350μl (70% ethyl alcohol, 1% 

HCl)를 넣고 1시간 동안 담가두어 탈색시켰다. 그 후 치아를 각각의 96-well 

plate에서 꺼낸 다음 탈색된 well내의 용액을 ELISA microplate reader에 넣고 

530nm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 E. E. E. 냉동 냉동 냉동 냉동 절단법을 절단법을 절단법을 절단법을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검사검사검사검사    

  각 군당 상악 제 1, 2 대구치 각각 2개 치아를 발거한 후 MTT 검색에서와 

같이 치아를 MTT 용액이 있는 각 well에 담근 후 알루미늄 foil로 96-well 

plate를 싸서 3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해서 MTT가 환원되도록 했다. 음성 

대조군으로 MTT염색을 하지 않은 치근을 사용하였다. 4% paraformaldehyde

로 조직을 고정한 후 0.5M EDTA에 1주일간 4℃에서 탈회시켰다. 냉동절단을 

위해 Tissue-Tek O.C.T (Optimal Cutting Temperature) Compound® 

(Sakura co. Torrance, CA, USA)로 포매한 후 -20℃에서 냉동시킨 다음 광

학 현미경 관찰을 위해 즉시 10μm 두께로 냉동절단기 (LEICA® CM3050 S, 

Germany)로 절단하여 표본을 제작하였으며 음성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의 

치아 시편에 현미경 관찰시 주위조직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대조염색

으로 Nuclear Fast Red (Sigma, St. Lousis, MO, USA)를 사용하여 7분간 염

색하였다. 현미경상에서 보이는 치근면상의 특징적인 MTT formazan 결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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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분포 차이를 광학현미경과 편광현미경하에서 40, 100, 200, 400배율

로 관찰한 후 Olympus Vanox AH2 현미경 (Olympus optical co., Tokyo, 

Japan)과 연결시킨 디지털 카메라 (Leica DC 300F, Leica Microsystems 

ltd., Heerbrugg, Switzerland)로 대표적인 부위를 촬영하였다. 

F. F. F. F. 치근 치근 치근 치근 건전성 건전성 건전성 건전성 관찰관찰관찰관찰

Eosin 검색이 종료된 치아는 치근의 파절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20℃ 냉동실

에 보관하였다가 꺼내어 해부현미경 (Leica MZFLIII, Leica Microsystems 

Ltd, Heerbrugg, Switzerland)하에서 80배로 관찰하고 현미경에 연결된 디지

털 카메라 (Leica DFC300FX Leica Microsystems Ltd, Heerbrugg, 

Switzerland)로 사진 촬영 하였다.

G. G. G. G. Eosin Eosin Eosin Eosin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curve curve curve curve 측정측정측정측정

1% eosin을 0.001%에서 0.1%까지 단계별로 희석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하고 

530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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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 H. H. 실험자료 실험자료 실험자료 실험자료 분석분석분석분석    

MTT 및 eosin 검색법 에서 얻은 흡광도는 실험군과 상악 제1대구치 (M1), 제

2대구치 (M2)와 차이를 two-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M1, M2는 각각 

one-way ANOVA로 군간의 유의차를 구했으며 군의 순위 비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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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A. A. A. A. MTT MTT MTT MTT 검색에 검색에 검색에 검색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흡광도 흡광도 흡광도 흡광도 측정측정측정측정

  M1과 M2는 염색되는 치근 면적과 치수의 양이 다르며 발치의 난이도가 다

르므로 M1과 M2의 결과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MTT 검색에 의한 전체 시편의 흡광도값은 Table 2, 3에 정리하였다. MTT 

검색값은 two way ANOVA에서 실험군간에는 p value가 <0.001로 유의차가 

있었고 M1과 M2의 비교에서의 p value는 0.6364로 M1과 M2간의 유의차가 

없었다. eosin의 흡광도는 two way ANOVA에서 실험군간의 p value는 

0.0644로 유의차가 없었고, M1과 M2 간의 p value는  <0.0001로 유의했다. 

  M1의 MTT 흡광도는 냉동군에서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1군과 2군

은 그 차이에 DMSO농도의 차이에 대한 군 간의 유의차가 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Viaspan®에 냉장보존한 6군, Viaspan®을 배지로 냉동보존한 3군

과 4군에서는 Duncan's grouping에 의해 유의차가 있었다 (p<0.05). 그러나 

F medium에 1주간 냉장보존한 5군의 경우 Viaspan® 에 냉동보존한 3군 및 

4군과는 유의차가 없었다 (p>0.05)  (Fig. 1).

  결과로 볼 때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냉동군의 경우 가장 높은 흡광도

를 나타내었으며 Viaspan® 을 배지로 사용한 냉동군의 경우가 가장 낮은 흡광

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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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의 MTT흡광도는 냉동군에서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1군과 2군에

서는 DMSO의 농도의 차이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Viaspan®에 냉동보존한 

3군, 4군에서는 낮은 흡광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p<0.05). 

냉장보존한 군에서는 Viaspan®에 냉장보존한 6군 에서 F medium에 냉장보

존한 5군보다 유의차 있게 높은 흡광도가 측정되었다 (p<0.05)  (Fig. 2).

  Table 4와 Fig. 3에 M1과 M2의 전체 치아의 MTT흡광도 결과를 합쳐서 

비교하였으며 M1과 M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MTT 흡광도는 냉동군에서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1군과 2군에서는 DMSO의 농도의 차이에 따른 유

의차는 없었다. Viaspan®에 냉동보존한 군 (3, 4군)에서는 F medium 배지 

군보다 낮은 흡광도를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냉장보존한 군에

서는 Viaspan®에 냉장보존한 군 (6군)에서 F medium에 냉장보존한 군 (5군)

보다 유의차 있게 높은 흡광도가 측정되었다 (p<0.05)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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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치근면 치근면 치근면 치근면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치주조직의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정량적 측정을 측정을 측정을 측정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eosin eosin eosin eosin 염색의 염색의 염색의 염색의 흡광도 흡광도 흡광도 흡광도 측정측정측정측정

  Eosin 염색에 의한 흡광도는 Table 2, 3에 나타내었다. M1과 M2간에는 

two way ANOVA 분석에서 서로 유의차가 있었다 (p<0.001). M1은 치근의 

수나 지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M2에 비해 높은 흡광도를 보였

다. M1과 M2는 각각 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p=0.0644).  Eosin염색의 측정값이 치근면의 세포의 양을 의미하

므로 치근의 단위면적으로 환산된 MTT/eosin의 비는 전체치아의 비교에서 

MTT 흡광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군과 2군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3, 4

군에서 유의차 있게 낮은 MTT/eosin 비를 나타내었다 (Fig. 1, 2, 3). 그리고 

Viaspan®에 냉장보존한 6 군에서 F medium에 냉장보존한 5군보다 유의차 있

게 높은 MTT/eosin비가 나왔다.(Fig.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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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ptical density (OD) between 

MTT and eosin stain in Mx 1st  molar (M1)

M1 MTT eosin MTT/eosin

Control 3.080A±0.198 2.795±0.192 1.096a±0.090

1 1.704B±0.272 2.753±0.220 0.626b±0.130

2 1.690B±0.337 2.837±0.178 0.597b±0.121

3 0.827D±0.157 2.887±0.273 0.290d±0.068

4 0.834D±0.194 2.906±0.056 0.287d±0.065

5 0.994CD±0.183 2.773±0.285 0.359cd±0.061

6 1.127C±0.510 2.773±0.233 0.407c±0.181

A,B,C,D,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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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tical density of MTT, eosin stain and MTT/eosin following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in Mx 1st molar.

A,B,C,D,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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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ptical density (OD) between 

MTT and eosin stain in Mx 2nd molar (M2)

M2 MTT eosin MTT/eosin

Control 2.898A±0.273 2.511±0.334 1.176a±0.203

1 1.782B±0.472 2.632±0.411 0.691b±0.201

2 1.915B±0.559 2.596±0.464 0.765b±0.272

3 0.847D±0.176 2.636±0.320 0.325cd±0.068

4 0.820D±0.227 2.771±0.104 0.295d 0.077

5 0.760D±0.233 2.560±0.352 0.308cd 0.122

6 1.100C±0.350 2.635±0.198 0.417c±0.122

A,B,C,D 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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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tical density of MTT, eosin stain and MTT/eosin 

       following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in Mx 2nd molar.

A,B,C,D,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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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ptical density (OD) between 

MTT and eosin stain in  Mx 1st and Mx 2nd  mola

M1+M2 MTT eosin MTT/eosin

Control 2.986A±0.254 2.653±0.305 1.137a±0.162 

1 1.743B±0.382 2.692±0.331 0.658b±0.171 

2 1.802B±0.407 2.716±0.368 0.681b±0.225 

3 0.837D±0.166 2.761±0.320 0.307d±0.070 

4 0.827D±0.208 2.840±0.107 0.291d±0.070 

5 0.877D±0.238 2.667±0.334 0.333d±0.098 

6 1.113C±0.432 2.704±0.224 0.412c±0.152 

A,B,C,D 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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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density of MTT, eosin stain and MTT/eosin following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in Mx 1st and Mx 2nd molar. 

A,B,C,D,a,b,c,d mean grouping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ntrol; immediate extraction

Group 1;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2;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for 1 week

Group 3;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for 1 week

Group 4;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or 1 week

Group 5;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for 1 week

Group 6;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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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냉동 냉동 냉동 냉동 절단에 절단에 절단에 절단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조직학적 관찰관찰관찰관찰

  Fig. 5에서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학현미경과 편광현미경하에서 서로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광학현미경하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으며 조직이 겹쳐

진 부위와 상아질의 내면 일부에서만 편광현미경하에서 밝게 보이는 상이 나타

났다.

  Fig. 6에서 즉시군의 광학 현미경사진에서 formazan crystal의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으며 치수 일부에서도 formazan crystal이 관찰된다. 편광현미경하에

서의 MTT formazan 결정은 밝은 자주색의 결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광학 현

미경하에서의 모습과 일치하였다. 

  F medium 냉동군에서는 치근단에 가까운 치수내에서는 MTT formazan 결

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나 치근면에서는 즉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결정

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8).

  Viaspan® 냉동군의 치근에서도 즉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결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9,10).

  4℃ 냉장보존군에서는 치근면에서의 MTT formazan 결정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Viaspan®군에서 치수내에는 많은 결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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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치근 치근 치근 치근 건전성 건전성 건전성 건전성 관찰관찰관찰관찰

  해부 현미경하에서 관찰한 치근은 아직 eosin염색이 완전히 탈색되지 않은 

붉은색을 나타내었으며 치근면에 부착된 치주인대막을 관찰할 수 있으며 치

근의 모양은 정상이었고 냉동군이나 냉장군에서 어떠한 치근 파절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 (Fig. 13). 다만 발치시에 치은조직이 딸려나온 경우와 치주인대가 

찢어져 그 양이 적어 보이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eosin으로 염색된 정도는 모

두 비슷하였으며 치근 부위와 함께 치관 부위도 염색이 되었다.

E. E. E. E. Eosin Eosin Eosin Eosin standard standard standard standard curvecurvecurvecurve

  0.001%에서 0.1%까지 eosin 표준 용액에 의한 측정된 흡광도를 농도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 Fig. 4와 같다. 흡광도가 0.02%까지는 비례적으로 증가

하다가 그 이상부터는 완만한 증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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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osin standard curve of MTT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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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egative control without MTT staining,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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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mmediate control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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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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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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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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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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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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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group with MTT stain,  

optical and polarized microscop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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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Fig. 13. stereomicroscopic view of rat molars after eosin stain (×80): 

(A) Immediate control; (B)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6% HES in 

F medium; (C)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D)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6% HES  in Viaspan® ; (E)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F) Cold preservation 

with F medium; (G) Cold preservation with Vi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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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최근의 치과임상에서 골유착 임플란트의 도입은 높은 성공률과 예지성으로 

인해 치과임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골유착을 성공 조건으로 보고 있

는 한 자연치와 같은 치근막의 감각기능, 이식 후의 치아 이동, 고유 감각 등을 

가질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성장기의 환자에서 골유착 임플란트는 금기

증이지만 치근막이 살아 있는 자연 치아의 이식은 성장기 환자에서도 자연치와 

같은 수준으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

  치아 재식이나 이식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여치의 치근면 손상이 적으며 

재식될 때까지의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치근면의 손상은 

발치 시의 술자의 능력과 기구 조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는 것은 보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아의 구강외 보관에 

관하여 Schwartz는 탈구치아의 재식이나 이식을 위해 수 분에서 수 시간 보존

하는 단기 보존 (short-term storage)과 in vivo에서 치아를 구강전정의 점막

하에서 보관하거나 (Cobley et al. 1987) in vitro에서 조직 배양액이나 식염

수 등에 보관하는 중기 보존  (intermediate storage) 그리고 냉동보존을 통해

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보존하는 장기 보존 (long-term storage)등으로 구분하

였다 (Schwartz 1992). 

  치아의 보관 용액으로는 타액, 식염수, 우유 (Blomlof et al. 1981), HBSS 

(Trope et al. 199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Kim은 Viaspan®에 냉장보존시

에 1주일 보관 시에도 높은 치주인대 세포활성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2003). 그러나 장기 보존하면 저온 허혈 (cold ischemia)에 의해 세포가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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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장기 보존에는 냉동보존을 고려해야 한다. 냉동보존 시에는 냉동 속

도가 중요한데 저속 냉동 시에는 세포내액이 빠져나감으로써 세포의 수축이 

생기며 급속 냉동 시에는 얼음결정이 세포내에서 형성되어 해동시에 세포가 

사멸될 수 있다 (Mazur et al. 1972, Andreasen 1992).  따라서 적절한 냉동 

속도와 동해방지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동해방지제로서 DMSO를 사용하는데 이는 세포질내로 침투하여 

냉동과정 중에 전해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삼투압에 의한 세포수축을 감소시

켜 세포를 보호한다 (Mazur 1984). HES는 세포질외 동해방지제로서 DMSO

와 함께 사용하여 DMSO의 잠재적인 유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Clapisson 

등은 PBSC (peripheral blood stem cell)의 냉동보존을 위해 3% HES와 5% 

DMSO를 사용하여 -80℃에서 냉각 후 액체질소에 넣는 방법이 10% DMSO

를 이용하여 속도조절냉동기 (rate controlled freezer)를 이용한 것보다 우수

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Clapisson et al. 2004). 

  HES는 평균분자량 450,000g/mol 의 합성 전분으로써 세포질외 동해방지

제로 사용된다. DMSO는 고농도나 장기간의 노출 시에 세포독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DMSO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함께 사용된다 (Rowley et al. 

1993). HES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대신에 세포 주위에 점성의 유리질막 

(viscous, glassy shell)을 형성함으로써 냉동 과정 중의 물의 이동을 저해시

켜 세포 탈수를 막아 세포 손상을 최소화한다 (Takahashi etal. 1988). 

Kawasaki 등은 5% DMSO와 6% HES를 쥐 치아의 냉동 배지로 사용하였

다. 속도조절 냉동기를 이용하여 냉동보존 하여 복부 피하 결합 조직 내에 

이식한 결과 즉시군과 같이 치주조직이 재생됨을 관찰하였다 (Kawasak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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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 Katayama 등은 PBSC (peripheral blood stem cell)를  -80℃

에서 5% DMSO와 6% HES를 이용하여 속도조절 냉동기 없이 냉동보존 하

여 70%이상 회복됨을 보였으며  (Katayama, Yano et al. 1997) Makino와 

Rowley등도 PBSC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Makino et al. 1991, Rowley 

et al. 2003). 본 실험에서는 F medium을 배지로 한 냉동군에서 5% 

DMSO, 6% HES군과 10% DMSO군에서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그 이

유는 HES는 세포 주변에서 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이동을 막아주는데 치주인

대는 in vivo에서 최외각 세포만이 HES의 보호를 받을 뿐 치주인대내의 세

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침투성 동해방

지제인 DMSO의 10%와 5% 농도 차이만이 유효 인자가 된 것이고 M2 

(Fig. 2)와 M1+M2 (Fig. 3)의 결과에서 F medium 냉동군의 10% DMSO 

(2군)의 경우가 5% DMSO 6% HES (1군)보다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으나 

약간 높은 MTT 흡광도와 MTT/eosin 흡광도비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M2에서 치근단공내의 치수가 MTT 염색이 더 잘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Visapan®을 이용하여 냉동보존한 실험에서는 낮은 치주인대 활성을 나

타내었다. 이유는 그것이 장기의 냉장보존용으로 개발된 용액이기 때문이

며 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생각되는 것은 F medium 에 첨가된 FCS 

(fetal calf serum)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세포의 배양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으로 세포 배양에서의 혈청의 역할은 첫째, 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관여하는 호

르몬을 제공하고, 둘째, 세포의 유착과 확산 인자를 제공하며, 셋째, 호르몬, 중

금속, 지질 등의 운반 단백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Viaspan®을 배

지로 한 냉동군에서는 FCS가 없으므로 냉동시에 F medium을 배지로 한 냉동

군과 세포 활성도의 차이가 생긴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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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aspan®으로 냉동보존을 하는 경우 Martin 등은 쥐 간 조직의 절편을 냉

동보존하는데 UW, 50% FCS, 10% DMSO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즉시 상

태와 냉동보존한 군에서 MTT 환원의 결과에 유의차가 없었다 (Martin et al. 

2000). 그러나 Lakey 등은 개의 이자섬 (pancreatic islets)을 냉동보존 하면

서 FCS없이 UW를 사용하였는데 2M DMSO를 첨가한 군에서는 대조군과 같

이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Lakey et al. 2001). 그러나 Lakey의 실험에

서는 서서히 냉동시키는 속도 조절 냉동 (rate controlled freezing)을 사용하

였다. Chesne 등은 간 세포를 신장 보관 용액으로 사용되는 Hepes, PBS, 

Euro-Collins와 두 가지 culture medium을 FCS없이 속도 조절 냉동기를 이

용하여 냉동하였을 때 장기 보관 용액이 세포배양액 (culture medium) 보다 

낮은 LDH (lactate dehydrogenase) activity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Chesne 

et al. 1988).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Viaspan® 냉동군이 낮은 치주인대 활성

도를 나타낸 이유로 생각되는 것이 FCS첨가 없이 급속 냉동한 결과이며,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군에서 급속 냉동 시에도 높은 활성도를 나타낸 것

은 FCS가 첨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포를 냉동하는 과정 중에 아주 낮은 온도인 -180℃ 이하에서는 세포 

손상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냉동과정 중간온도인 -15℃ 에서 0℃ 에서

의 세포에 대한 치명적 반응이 문제가 된다. 이 온도는 냉동과 해동 과정에

서 두 번 겪게 되는데 -5℃까지는 보존액 내에 포함된 동해방지제에 의하

여 빙점이 저하되므로 세포와 그 주위의 보존액은 얼지 않는다. -5℃ 에서 

-15℃ 사이에서는 세포 외부의 보존액에 얼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나 세포막

이 얼음 성장을 막기 때문에 세포 자체는 얼지 않고 과냉각 된다 (Gao et 

al. 2000). 세포내의 과냉각된 수분은 세포 외부의 일부 동결된 보존액보다 

화학적 반응성 (chemical potential)이 높아 삼투압 차이로 수분이 세포 밖

으로 빠져나가 세포 외부에서 얼게 된다. 이후의 물리학적인 변화는 냉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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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Mazur는 냉동 속도에 의한 이 같은 손상을 "two 

factor hypothesis"로 설명하였다 (Mazur, Leibo et al. 1972). 즉 냉동 속

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세포 내 수분이 빠져나가기 전에 과냉각되면서 형성

된 얼음 결정체에 의해 세포가 손상 받게 된다. 만일 냉동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세포로부터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세포는 위축되고 세포내 용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 자체가 쉽게 동결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고농

도 용질에 노출됨으로써 세포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용질 효과 

(solution effect)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냉동보존 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내 얼음 결정체의 형성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 느리

게, 또한 용질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냉동하여야 한

다. 그러나 이 속도는 세포막을 통한 수분의 이동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본 실험에서는 치아를 직접 -196℃의 액체 질소통에 넣는 급속 냉동법을 

이용하여 냉동보존하였는데 이때 세포 내에서의 얼음 결정을 방지하지는 못

할 것이며 이것이 치주인대세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냉동보존의 손상에 대한 가설 등에서와 같이 세포는 단순한 세포질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있지 않으므로 세포막만 온전하다고 해서 세포의 기능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Gao and Critser 2000). 따라서 세포막의 다른 구조

와 세포내 소기관들의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해동 즉시 치주인

대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의 활성도만을 측정한 것이므로 추후의 치주

인대세포의 배양이나 동물 실험 등으로 치주인대세포의 건전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냉동 속도에 대한 연구 등에서 급속 냉동에 비하여 속도 조절 냉동시키는 것

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간 조직의 냉동보존 시 속도 조절 냉동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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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생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Chesne and Guillouzo 1988, 

Diener et al. 1993). 따라서 쥐 치아를 냉동보존하는 방법에서 속도 조절 냉

동기를 사용하는 것이 치주인대세포를 보존하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나 이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Viaspan®은 Wisconsin 대학에서 Belzer등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그 구성성분

으로는 Pentafraction 50g/L, Adenosine 1.34g/L, Allopurinol 136mg/L, 

Glutathione 992mg/L, Lactobionic acid 35.83g/L, Raffinose·5H2O 17.83g/L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0 mOsmkg-1 정도의 삼투압과 7.4 정도의 pH를 유지

한다. 현재 간장이나 췌장등 소화기관의 장기 이식시 보관 용액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Kim은 쥐 치아를 Viaspan®에서 1주간 냉장보존한 후 in vivo 

MTT검색법을 이용하여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였는데 Viaspan® 냉장군에서 

다른 치아 보관 용액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Kim 2003).  

MTT 검색법 냉장 상태에서는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저온 허혈에 의해서 

세포가 괴사되거나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scher, Maclean et al. 

2000). 이는ATP의 부족과 반응성 산소계 (reactive oxygen species; H2O2, 

O2
-, OH-)의 증가와 arachidonic acid 등으로 인해 지질의 과산화화 (lipid 

peroxidation)로 세포막이 변질되기 때문이다 (Meng 2003). 그러나 

Viaspan®의 구성 성분 중의 하나인 glutathione은 항산화제로 자유라디칼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생성된 자유라디칼l을 없애는 기능을 한

다. 본 실험에서는 1주일간의 냉장보존에서는 Viaspan® 냉장군에서 유의차 

있게 높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으나 (Fig. 3) 5%, 10% DMSO F medium 냉

동군 (Group 1,2) 보다 낮아 장기 보관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MTT 검색법은 세포의 활성도를 보는데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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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plate를 사용하므로 짧은 반응시간에 많은 시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반자동으로 이루어짐으로 상당히 정확하다. Kim (Kim 2003)과 Jeon 

(Jeon 2004)은 쥐 치아는 96well plate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작기 때문에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하였다. 

  Shimono는 발치시에 남아있는 치근막의 양을 조사하였는데 치근 표면 길

이에 대해 치근막이 부착된 길이는 최소 31.5%, 최대 96.5%, 평균 

55.43±22.60%였으며 부착되어 있는 양은 6.19±12.87mm2/mm이며 부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Shimono  et al. 1995). 그래서 

Jeon은 치주인대세포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위해 hematoxylin  eosin 

검색을 이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Jeon 2004).  

hematoxylin-eosin 검색에 의한 정량적 측정법은 동일한 치아 에서 즉, 상

악 제1 대구치와 제2 대구치 각각에서 발거 시에 치아의 치근면에 붙어있는 

치주 조직의 양을 정량적인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하기가 어렵고 또한, 같은 

치아 부위라 할지라도 치근의 길이와 지름에 있어 제각기 다 다르므로 정확

한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Jeon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방법이

다. 이는 MTT 검색법을 응용하여 염색된 hematoxylin  eosin을 1% acid 

alcohol로 탈색된 용액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MTT환원 흡광도를 

hematoxylin-eosin 흡광도로 나누어서 표준화하면 치주조직의 양이 다른 제

1대구치와 제2대구치나 개별 치아의 차이성을 상쇄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

다는 이유에서 실행하였다고 하였다 (Jeon 2004).

  그러나 hematoxylin 과 eosin은 각각 염기성과 산성 염색 염료로서 조

직 염색에서는 hematoxylin으로 세포핵을 염색한 후 세포질이나 세포 바

깥 구조를 대비시키기 위해 eosin으로 대조 염색을 하는데 주로 사용된

다. 흡광도도 590nm, 530nm (Green 1990)로 서로 다르므로 두 가지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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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한 가지 파장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단일 염색, 단일 파장으로 분석하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eosin 염색을 통해 발거된 치아의 치

주인대 양을 정량적으로 표현 하였다.

  Eosin이 단백질의 미세농도 측정을 위해서도 사용된 예가 있는데, Waheed

등은 단백질의 미소정량 (submicrogram quantity) 분석을 위해 eosin Y를 사

용하였다. 미지 농도의 단백질용액에 eosin Y를 첨가하여 eosin-protein 

complex를 형성하고 그 complex의 최대흡수파장 (536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미리 구해놓은 eosin-protein complex의 농도와 흡광도의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미지 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였다 (Waheed et al. 2000). 하지만 

Waheed의 방법은 anion eosin Y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eosin-protein 

complex의 농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본 실험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 본 실험에

서 사용한 방법은 비 특이적으로 세포질의 염기성 물질과 반응한 eosin을 acid 

alcohol로 용해시켜 그 농도를 구해 간접적으로 치주인대세포의 양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그러나 eosin 염색 후에 세포질을 염색하고 남은 eosin의 양이 염

색 후에 acid alcohol로 탈색되어 나온 eosin의 양에 비해 많을 경우 서로 혼

합되므로 실제 치주인대세포의 양을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단점이 있다. 실

제 예비실험에서 실험 때마다 eosin의 흡광도가 다르게 나온 적이 많았다. 치

근면의 세포의 정량적인 측정을 위해 보다 민감한 실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치주인대 단위면적으로 환산된 MTT/eosin의 결과 (Table 4.)는 각 치아 

별로 환산되었기 때문에 M1과 M2를 합쳐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하지만 two way ANOVA 통계처리 결과에서 각 군의 M1과 M2의 비교

에서 2군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p=0.0159) 다른 군에서는 M1과 M2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2군에서만 유의차가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실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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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로 인정된다. 

  M1과 M2는 해부학적으로 비교해 볼 때 M1은 치근이 5개이고 치근의 이

개도가 M2보다 크며 발거 시에도 더 많은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M2는 치근이 4개이고 이개도가 적어 발거시의 손상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4주령의 치아에서 M2는 치근 형성이 완전히 덜 된 상태에서 3-4일 정도 상

대적으로 늦게 맹출 (Schour et al. 1949)되는 M2의 치근단공이 넓기 때문

에 MTT가 치근단공을 통해 근관내로 보다 더 많이 침투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른 군에 비해 10% DMSO F medium 냉동군 (Group 2)의 

MTT 흡광도 자료에서 표준편차가 0.559로 제일 높은 것도 치근단공이 넓고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Table 3).

  그리고 M1과 M2는 치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치근의 치주인대의 양도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MTT흡광도는 M1과 M2가 달라야 하지만 본 실험에서

의 결과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p=0.6364). 그 이유로는 4주령의 쥐에서 

M2의 치근발육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M1에 비교하여 더 많은 치수의 

MTT염색이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냉동절편의 경우 치근단 부위

에서는 치수에서 더욱 명확한 formazan crystal 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8, 

12). 이는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치주인대의 활성도를 치근에서직

접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치수에 의한 변수를 제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

다.

  치수의 MTT 염색이 본 실험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치수와 치주인대는 발

생학적으로 같은 외배엽성 중배엽 (ectomesenchyme)에서 유래되었으며 둘

째, 살아있는 세포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방법이었기 때문에 치수와 치주의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발수할 경우 구강 내에서는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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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거 후에 발수를 하는 경우 치근의 손상이 우려되고 시간을 일정하게 조

절할 수 없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았다.

  냉동절편을 이용한 광학현미경과 편광현미경의 관찰에 있어서 formazan 

결정이 편광현미경에서 밝은 자주색의 결정으로 나타난다. 이를 이용하여 

Colangelo등은 MTT 검색법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세포를 

MTT 용액에서 1-3시간 배양한 후에 조직 절편을 제작하여 propidium 

iodide용액으로 염색하여 동일절편에서 편광과 형광현미경의 영상을 digitizer 

board를 이용하여 pixel을 측정하였다. PIAFC (pixel image analysis of 

formazan crystal), PIAPI (pixel image analysis of propidum iodide)는 각

각 살아있는 세포의 crystal과 총 세포의 핵을 의미하므로 항암제의 효과를 

PIAFC/PIAPI의 비율로 계산했다 (Colangelo, Guo et al. 1992).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도 냉동절편에서의 formazan 결정의 정량적인 분석이 컴퓨터 이

미지 분석을 이용해 가능할 수 있다. 

  냉동보존된 치아의 물리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식 후에 

저작과 보존, 보철치료에 저항할 수 있는 자연치아와 같은 물리적 강도를 지

녀야 하기 때문이다. Oh (Oh 2004)의 연구에서 발거된 사람 소구치를 급속 

냉동 하였을 때 16개중 4개의 치아에서 수직적인 파절이 관찰되었는데 본 실

험에서 해부현미경을 관찰한 결과 급속 냉동으로 인한  단 한 개의 파절도 관

찰할 수 없었다. 이는 치아의 크기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 소구치의 

경우 급속 냉동시에 치아 외부와 내부의 급격한 온도차이로 인한 수축으로 인

한 파절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 냉동보존된 치아의 hydraulic 

conductance를 실험한 경우 차이가 없었으며 (Camps et al. 1994) dentin 

bonding strength에서 차이가 mid-coronal과 deep dentin에서 차이가 없으며 

(Panighi et al. 1997)  micro hardness (Fuentes et al. 2003) 에서와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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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age (Camps et al. 1996)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보였다.

  최근에 Kawata는 미소자장을 이용하여 치아를 냉동시키는 법을 개발하였으

며 (Kawata 2005, Kawata 2005) 앞으로 치아의 냉동보존은 건전한 치주인대

를 유지하며 자연치와 같은 저작기능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 냉동의 조건을 더욱 면밀하게 부여할 수 있는 programmed freezing 

에 대한 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직현미경 하에서 

치주인대의 세포활성도 평가를 위해 formazan crystal 을 현미경 하에서 객관

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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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냉장보존과 냉동보존을 통해 쥐 치아를 보관한 후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쥐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급속 냉동 시에는 F medium을 배지로 사용한 5% DMSO 6% HES 함유군과 

10% DMSO 함유군에서 Viaspan® 냉동군 비해 높은 MTT 흡광도 수치를 나

타내었다 (p<0.05). 

  F medium, Viaspan® 냉장군은 DMSO를 첨가한 F medium 냉동군보다 낮

은 MTT 흡광도 수치를 나타냈다 (P<0.05).

  쥐의 제1, 2 대구치 치근면치주조직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eosin 염색을 시

행하였을 때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에서 각각 군 간의 eosin 흡광도에서 통계

적인 유의차가 없었으며 MTT/ eosin 흡광도비에서도 MTT흡광도 수치와 같

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냉동 절편의 조직현미경적 관찰에서 formazan crystal 전체적인 양상이 

MTT흡광도 수치와 비례 하였다. 

  급속 냉동, 냉장보존한 쥐 치아들의 80배율 해부 현미경 하에서 관찰한 결과 

치근의 파절 등은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범위 안에서, 쥐 치아를 1 주일 이상 장기 보관 할 때 4℃ 냉장

보존 보다는 냉동보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Viaspan® 배지보다는 

F-medium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냉동의 조건

을 더욱 면밀하게 부여할 수 있는 programmed freezing 에 대한 프로토콜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직현미경 하에서 치주인대의 세포

활성도 평가를 위해 formazan crystal 을 현미경 하에서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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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Evaluation of of of of periodontal periodontal periodontal periodontal ligament ligament ligament ligament cell cell cell cell viability viability viability viability in in in in rat rat rat rat teeth teeth teeth teeth after after after after 

frozen frozen frozen frozen preserva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 preservation using using using using in-vivoin-vivoin-vivoin-vivo    MTT MTT MTT MTT assay assay assay assa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iability of PDL cells in 

rat molars by using in vivo MTT assay, which was used to compare 

fast cryopreservation group by liquid nitrogen (-196℃) with 4℃ cold 

preservation group.

A total of 74 Sprague-Dawley white female rats of 4 week-old with a 

body weight of 100 grams were used. The maxillary left and right, first 

and second molars were extracted as atraumatically as possible under 

ketamine anesthesia. 

Ten teeth of each group divided as six experimental groups depending 

upon the preservation. Cryopreservation groups were Group 1 (5% 

DMSO 6% HES in F medium), Group 2 (10% DMSO in F medium), Group 

3 (5% DMSO 6% HES in Viaspan®), Group 4 (10% DMSO in Viaspan®) 

and  Cold preservation groups were Group 5 (F medium), Group 6 

(Viaspan®) at 4℃ for 1 week. Immediate extraction group was used as a 

control. After preservation and thawing, the MTT assay was processed. 

Two 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performed at 

the 95 % level of confidence. Another 2 teeth of each group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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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as the same manner and frozen sections 10㎛ thick for 

microscopic observation. 

The value of optical density obtained after in vivo MTT analysis was 

divided by the value of eosin staining for tissue volume standardization. 

Group1, 2 had significantly higher optical density than Group3 and 4, 

which had the lowest OD value. Group 6 had higher OD value than in 

Group 5. (P<0.05)  Histological findings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after being stained with MTT solution were consistent with the in vivo 

MTT assay results. 

In this study, the groups which were freezed with DMSO as a 

cryoprotectant and F medium showed the best results. 

Key words : periodontal ligament cell, vitality, in-vivo MTT assay, 

cryopreservation, cold preservation, optical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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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 . . 부록 부록 부록 부록 실험 실험 실험 실험 원자료원자료원자료원자료

MTT

Immediate coltrol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RM1 RM2 LM1 LM2

2.667 2.744 over 2.936

3.289 2.487 3.138 2.422

3.25 3.072 3.023 2.848

3.14 2.934 3.186 2.753

2.908 2.879 2.978 2.838

3.09 3.136 2.631 3.206

3.382 2.755 3.155 3.165

3.06 3.079 3.05 3.193

3.252 3.112 3.181 2.282

2.893 3.277 3.24 2.835

RM1 RM2 LM1 LM2

1.407 2.844 2.298 1.373

1.170 1.216 1.364 1.378

1.893 2.256 1.185 2.369

1.415 1.408 1.643 2.315

2.196 2.040 1.731 2.323

1.733 2.487 1.950 1.427

2.129 1.556 1.881 2.711

1.456 2.110 1.561 2.578

1.228 1.446 1.851 2.066

1.726 1.228 1.978 1.159

Cryopreseervation 5% DMSO 

6% HES in F medium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RM1 RM2 LM1 LM2

1.053 1.345 1.828 1.756

1.701 1.209 2.105 1.804

1.608 1.972 1.466 2.568

1.752 2.404 1.828 1.345

1.555 1.207 2.056 2.124

1.46 2.814 2.017 2.362

1.618 1.899 2.123 1.403

1.573 1.41 1.952 1.943

1.452 1.609 1.489 1.523

1.87 1.383 1.576 1.557

RM1 RM2 LM1 LM2

0.701 0.696 1.022 1.095 

0.691 0.910 0.798 1.129 

0.532 0.757 0.712 0.638 

0.939 0.908 0.800 0.786 

0.925 0.772 0.973 0.719 

0.581 0.752 0.698 0.794 

0.646 0.772 0.845 0.811 

1.043 0.828 1.097 0.830 

0.974 0.673 0.909 1.384 

0.871 0.856 0.77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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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MTT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RM1 RM2 LM1 LM2

0.831 1.346 1.051 0.627 

0.896 0.680 1.205 0.677 

0.801 0.926 0.818 0.650 

0.555 0.812 0.553 0.506 

0.857 0.840 1.001 0.704 

0.639 0.700 0.770 1.151 

1.163 0.931 1.041 없음

0.703 0.902 0.945 0.676 

0.671 0.591 0.928 1.261 

0.620 0.737 0.638 0.864 

RM1 RM2 LM1 LM2

1.664 0.899 2.022 2.052 

1.729 1.030 1.159 1.508 

1.563 0.907 1.134 0.967 

0.573 1.204 0.882 0.646 

0.173 0.833 0.882 0.710 

0.953 1.265 1.070 1.385 

1.160 0.830 0.357 0.534 

1.351 1.235 1.456 1.096 

1.695 1.296 0.218 1.492 

1.277 1.072 1.217 1.042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Eosin 530nm

immediate control

RM1 RM2 LM1 LM2

0.802 0.497 0.843 0.618

0.717 0.637 0.998 0.856

1.247 0.935 1.012 1.240

0.967 0.685 1.318 0.475

1.091 0.439 0.919 0.443

1.095 0.558 0.974 0.884

0.569 0.712 0.912 1.051

1.054 0.776 0.904 0.823

1.205 0.757 1.067 1.206

1.225 0.880 0.954 0.719

RM1 RM2 LM1 LM2

2.961 2.711 2.33 2.487

2.698 2.708 2.942 2.68

2.941 2.678 2.949 1.832

2.895 2.04 2.82 1.81

2.247 1.876 2.717 2.499

2.729 2.846 2.728 2.756

2.807 2.534 2.886 2.662

2.795 2.58 2.919 2.691

2.884 2.652 2.894 2.801

2.895 2.734 2.853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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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in 530nm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F 

medium

Eosin 530nm

cryopreservation with 5% DMSO 

and 6% HES in Viaspan®

RM1 RM2 LM1 LM2

2.792 2.915 2.926 2.893

2.939 2.762 2.455 1.695

2.873 2.893 2.974 2.919

2.366 2.805 2.858 2.084

2.512 1.923 2.252 2.783

2.726 2.885 2.555 2.857

2.598 1.704 2.982 2.689

2.851 2.738 2.812 2.828

2.829 2.833 2.95 2.84

2.984 2.8 2.816 2.784

RM1 RM2 LM1 LM2

2.756 2.293 3.036 2.961 

3.095 2.242 3.101 2.743 

2.625 2.225 3.015 2.911 

2.848 2.542 2.919 2.170 

3.097 2.877 2.993 2.462 

3.085 2.786 3.018 2.954 

2.788 2.902 2.096 2.623 

2.283 1.922 3.008 2.986 

3.012 2.701 3.019 2.908 

2.843 2.937 3.095 2.573 

Eosin 530nm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F medium

Eosin 530nm

cryopreservation with 10% 

DMSO in Viaspan®

RM1 RM2 LM1 LM2

2.955 2.875 2.830 2.791

2.901 2.401 2.241 0.960

2.915 2.748 2.855 2.806

2.881 2.656 2.889 2.702

2.958 2.439 2.882 2.785

2.956 2.878 2.926 2.805

2.887 2.825 2.608 2.012

2.838 2.880 2.941 3.010

2.916 2.089 2.532 2.865

2.963 2.651 2.872 2.732

RM1 RM2 LM1 LM2

2.793 2.875 2.902 2.773 

2.936 2.779 2.957 2.803 

2.928 2.834 2.952 2.777 

2.863 2.803 2.854 2.772 

2.941 2.813 2.913 2.831 

2.959 2.769 2.913 2.806 

2.890 2.701 2.964 없음

2.822 2.726 2.978 2.769 

2.801 2.372 2.929 2.837 

2.965 2.801 2.869 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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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in 530nm

cold preservation in F medium at 

4℃

Eosin 530nm

cold preservation in Viaspan® at 

4℃

RM1 RM2 LM1 LM2

2.850 2.879 2.636 2.551

2.293 2.814 2.852 2.766

2.984 2.838 2.933 2.734

2.772 1.978 2.898 2.841

2.978 2.791 1.976 2.697

2.939 2.748 2.913 2.269

2.284 2.252 2.969 2.198

2.930 2.656 2.950 2.755

2.534 1.822 2.861 1.906

2.996 2.893 2.917 2.821

RM1 RM2 LM1 LM2

3.014 2.759 2.914 2.807 

2.847 2.821 2.882 2.746 

2.875 2.525 2.889 2.694 

2.780 2.485 2.863 2.347 

2.832 2.769 2.877 2.526 

2.544 2.808 2.863 2.749 

2.035 2.035 2.416 2.811 

2.761 2.663 2.482 2.471 

2.853 2.531 2.952 2.719 

2.943 2.784 2.833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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