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장 저속 냉동보관법을 이용한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검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안    현    정 

 



 

 

 

 

자기장 저속 냉동보관법을 이용한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검사 

 

지도 이 승 종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안    현    정



  

 

 

 

안현정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년 12월  일 



 

감사의감사의감사의감사의    글글글글    

이 논문이 있기까지 2년 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 이승종 교수님께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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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 윤범희  선생과 정원조 선생께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  실험의  어려운  순간마다  본인의  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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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자기장자기장자기장자기장    저속저속저속저속    냉동보관법을냉동보관법을냉동보관법을냉동보관법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쥐쥐쥐쥐    치아치아치아치아    치주인대세포의치주인대세포의치주인대세포의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활성도활성도활성도    검사검사검사검사    

 

본 연구의 목적은 흰쥐 상악 대구치를 발거하여 자기장 저속 냉동보관법을 

이용하여 냉동 시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및 세포 사멸도를 MTT 검색법과 

TUNEL 검사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4 주령의 암컷 Sprague-Dawley 계 흰 쥐의 상악 좌우 제 1,2 대구치를 발거 

하여 각 군 당 12 개의 쥐 치아를 MTT 검색에 이용하였고 6 개의 치아를 

TUNEL 검사에 이용하였다. 실험군은 5 개군으로 대조군은 즉시 발치군이며 

4℃냉장고에서 1 주일간 보관한 냉장군, 발치 후 동해방지제 처리과정을 거쳐 -

196℃의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한 액화질소군, 21.7mA, 60Hz, 1G 의 

자기장을 이용하여 -0.3℃/min 의 속도로 -20℃까지 냉동 후 -196℃로 급속 

냉동한 자기장군, -0.3℃/min 의 속도로 -20℃까지 냉동 후 -196℃에 급속 

냉동한 저속 냉동군으로 나누었다. 보존액은  F medium을 사용했으며 동해방지 

제로 10% dimethyl sulfoxide (DMSO)를 사용하였다. 치근면을 단위면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MTT 측정값을 Eosin 염색 후 530nm 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으로 나누었다. TUNEL 검사 시 각 조직슬라이드에서 400 배 크기의 현미경 

시야에서 임의로 세 부분을 지정하여 정상 세포수와 양성 세포수를 세어 그 

비율을 계산하여 각 실험군 당 평균치를 구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one way 

ANOVA 를 시행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와 Tukey HSD 방법을 썼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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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검색에 의한 흡광도를 Eosin 염색 후 측정한 흡광도로 나눈 값에서는 

자기장군은 즉시 발치군보다 낮은 세포활성을 보였고(p<0.05) 액화질소군, 저속 

냉동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장군은 

액화질소군, 저속 냉동군과 함께 냉장군보다는 높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다 

(p<0.05). TUNEL 검사 결과도 자기장군은 즉시 발치군보다 치주인대의 세포사 

멸도가 높았으나(p<0.05) 저속 냉동군과 액화 질소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장군은 냉장군보다 세포사멸도가 낮았으며 냉장군은 

모든 군 중에서 세포 사멸도가 가장 높았다(p<0.05). 

 

 

 

 

 

 

 

 

핵심되는 말: TUNEL, 치주인대세포, 활성도, MTT 검색법, 냉동보존,  

저속 냉동, 자기장, 액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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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현 정 

 

 

                 I.                  I.                  I.                  I. 서론서론서론서론    

    

치아 상실부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치아이식, 보철치료가 있으며 

최근 임플란트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골의 양이 충분한 

곳에서는 이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만 골의 양이 부족하거나 골 결손부가 존재 

하는 부위에서는 골 이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의 상승 및 저작기능까지 

시간의 연장 및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전치부 임플란트시 골 소실이 

진행되어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성장기인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행한 경우 성장 완료 후 다른 치아들의 지속적인 맹출로 교합평면의 차이를 

야기하기도 한다
1
. 반면 치아 이식은 치주인대세포의 생활력이 유지되어 골 결 

손부가 존재하는 부위에 이식하더라도 골이 자연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 또한 치주인대가 기능하는 자연치아의 여러 감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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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비용의 절감 및 전체 시술 시간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한 인접치 우식이나 교정치료의 전략상 치아이식에 제공될 치아를 

미리 발거 하여 이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몇 달 이상 치아를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냉동 보관법이 유용한 방법이다
3
. 

 

냉동 보관법은 정자은행이나 제대혈, 장기이식 등 의료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냉동보관법의 획기적인 발견은 1948 년 Polge 등
4
 이 닭의 정자를 보 

관하면서 우연히 glycerol 을 첨가하여 -70℃까지 냉동하고도 높은 생존율을 

보인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Lovelock 등
5
 은 1959 년 dimethyl 

sulfoxide (DMSO)도 냉동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83 년 

Schwartz 등
6
은 원숭이의 치아를 처음으로 1 주일간 액화질소에 냉동 보존 후 

재식하였으며
 
1986 년에는 사람 치아를 처음으로 18 개월 동안 냉동 보관하였다 

가 재식한 후 2 년 뒤 재평가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3
.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에는 저온 냉동법과 냉동 보존법이 있다. 저온 

냉동법은 얼음이 어는 온도 전까지 온도를 낮춤으로써 세포 대사율을 감소시켜 

세포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심장과 같은 전체 기관의 단기간 보존에 흔히 

사용된다. 전체 기관의 단기간 운송 중에는 저온 냉동법으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
7
. 냉동 보존법은 세포를 장기간 보관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세포를 냉동 

보존하는 과정이나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해동 과정 중에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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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포의 냉동 보관 시 손상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동해 방지제의 사용과 다양한 냉동방법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동해방지제는 

냉동 시 전해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낮은 온도에서 삼투압에 의한 세포 수축의 

양을 감소시킨다.  DMSO 는 glycerol 과 함께 침투성 동해 방지제로 많이 사용 

된다. 이것은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의 DMSO-NaCl-water 용액의 상평형 

상태를 변화시켜 냉동점 이하의 온도에서 세포 내 얼음의 형성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진 염의 농도를 낮추어 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8
. 또한 세포 내 얼음 형성을 

막아 세포막 파괴를 방지한다
9
. DMSO는 이 외에도 세포막을 깨끗하게 하고 세 

포의 성숙, 분화, 재생을 유도하며 낮은 농도에서 암 유발인자에 대해 길항체 

로 작용한다
10

. 그러나 동해방지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자체의 독성이 생긴다
10

. 

Hhydroxyethyl starch (HES)는 비침투성 동해방지제로 세포막 주변에서 탈수 

를 막아주며 침투성 동해방지제와 함께 사용되어 DMSO 의 농도를 낮추는 데 

사용된다
9
. 

 

세포를 -196℃의 액화질소에서 바로 얼리는 급속 냉동 방법은 급속한 

온도변화에 의해서 조직과 세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냉동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Chesne 등
11
의 연구에 의 

하면 쥐의 간세포를 냉동할 때 -3℃/min 의 조절된 속도로 냉동 시 세포 

생존율이 가장 높았으며    Kawasaki 등
10
도 치아를 냉동시 -7℃까지는 -1℃/ 

min, -40℃까지는 -6.6℃/min, -80℃까지는 -0.5℃/min 의 속도로 냉동되는 

속도 조절 냉동기를 사용하여 냉동했을 때 정상 치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
 
최근 일본에서는 온도 조절기와 미소자장을 이용하여 얼음을 

균일하게 얼리는 프로그램 냉동고가 개발되었다. 미소자장을 걸어주면 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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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 세포 외와 냉동 보존액의 물분자가 각각 자장에 의해 진동하고 보통의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과 냉각 상태가 유지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또한 

자기장에 의해 물분자와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과 냉각된 치아와 냉동 

보존액이 빙점을 통과시 동시에 얼게 된다. 또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세포 내 

물분자가 진동하여 균일한 얼음이 생성된다. Kawata 
12

 는 쥐 치아를 이용하여 

-30℃까지 15mA 로 자기장을 걸어 -0.5℃/min 속도로 냉동 한 후 -150℃에 

3 일간 보관했을 때 급속냉동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고 Kaku 등
13
은

 

사람의 치주인대세포를 75mA 의 자기장 하에서 –0.5℃/min 속도의 프로그램 

냉동고를 이용하여 냉동 보관 시 세포 활성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치아를 냉동하는 방법으로 자기장을 이용한 프로그램 

냉동법과 급속 냉동법만을 비교하였고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주인대세포를 1gauss (G)의 자기장을 이용한 

저속 냉동보관법, 저속 냉동법, 급속 냉동법, 냉장 보관법으로 냉동 시 치주인대 

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 

assay(MTT)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  MTT 검사는 살아있는 세포에 있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탈수소 효소가 노란색의 수용성의 tetrazolium sal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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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 않는 어두운 보라색 formazen 침전물로 전환시키는 능력에 착안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Foramen crystal을 DMSO에 용해시켜 570nm의 파장에서 

Dynatech
 
MRX ELISA microplate reader (Dynatech laboratories, Chantilly, 

VA, USA)로 흡광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흡광도는 MTT 가 살아있는 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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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환원된 양을 의미하며 생존 세포의 수에 비례한다 . MTT 를 이용한 

검사법은 세포를 배양하여 세포 활성도를 알아보는 방법에 비해 빠르며 사용이 

편리하고 정량적이며 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방법은 조직이나 

장기 보다는 주로 세포 단위의 활성도를 보는데 많이 사용되었다. Kim 등
14
은

 

쥐 치아를 냉동 후 재식 했을 때 MTT 검색법으로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평 

가하여 조직학적 소견과 비교 시 일치함을 보고하면서 MTT 검색법은 치주인대 

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Jeon등
15
도 치아 

를 발거 후 건조 상태에서의 시간 변화에 따른 치근면의 치주인대 세포의 

활성도를 MTT 검색법과 냉동 절단법을 이용한 조직학적인 소견과 비교했을 때 

일치함을 보고하면서MTT 검색법의 유용성을 보고하였다. 

 

냉동과 해동은 필연적으로 세포사멸과 관련된 유전자 전위와 DNA 분절의 증

가와 같은 손상을 야기하는데 
16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TDT)-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TUNEL) 검사가 유용하다. 세포가 정상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막

에 있는 세포막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냉동 과정 중에 세포막 단백질은 분리되

고 세포막 지질도 분리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막구조에 변화가 오면서 세포막의 

누출이 일어나 필요 없는 이온이 들어가고 세포막에 있는 이온 펌프 효율이 감

소하면서 세포 내 구성과 농도의 변화가 온다. 또한 단백질이 변성되고 세포 골

격이 손상되면서 세포사멸을 야기하게 된다
7
. TUNEL 검사의 원리는 세포 사멸

체가 생화학적으로 세포 핵 안의 DNA가 분해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착안

하여 이때 노출되는 3'-OH 가에 TdT의 매개로 표지된 nucleotide를 붙이는 것

이다. 먼저 조직에 단백질 분해 효소 처리를 해서 핵 안으로 시약들이 침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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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DNA에 결합한 표지된 nucleotide는 peroxidase를 매개

로 한 통상적인 면역 화학적 기법에 의해 신호를 증폭한 후 관찰할 수 있게 된

다. Oh 등
17
은 MTT검색법과 TUNEL 검사법으로 쥐 치아를 냉동 보관한 후 재

식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검사한 연구에서 두 검사법의 결과가 일치하였

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흰쥐의 상악 대구치를 발거한 후 자기장 저속 냉동보 

관법을 이용하여 치아를 냉동한 후 다른 냉동 보관법과 비교하여 치주인대세포 

의 활성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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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실험실험실험실험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실험실험실험실험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전전전전    처치처치처치처치        

생후 4주된 암컷 Sprague-Dawley계 흰쥐를 사용하였다. 발치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해 0.4% β-aminoproprionitrile (β-APN, Sigma, St. Lousis, MO, USA)를 

함유한 Purina 분말과 물을 발치 전 3일간 공급하였다. 

마취는 Tiletamine(Zoletil50, Virbac, Carros, France)을 이용하여 1cc정도를 

피하 주사하여 시행하였다. 마취가 유도된 후 탐침을 이용하여 peritomy를 시

행한 후 조직 겸자를 이용하여 치관을 잡고 협구개측으로 최소한의 외상을 가하

면서 발치를 시행하였으며 흰쥐의 상악 제1, 2 대구치를 발거하였다. 

2. 2. 2. 2. 실험군의실험군의실험군의실험군의    분류분류분류분류    

실험에 사용한 보관용액은 F medium 을 사용하였고 동해방지제로는 10% 

DMSO (Sigma Chemical Co., St.Louis, USA)를 사용하였다.  

가. 실험군 분류 

대조군으로는 즉시 발치군을 사용하였다. 각 군 당 3마리의 쥐에서 12개의 치

아를 발거하여 60개의 치아를 MTT 검색법에 사용하였다.  

1군: 즉시발치군 

치아를 발거하자 마자 PBS에 세척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2군: 냉장군 

치아를 발거하고 F medium가 1ml 담긴 2ml 튜브에 담아 4℃ 냉장고에 1주

일간 보관하였다. 1주일 뒤 꺼내어 실험에 이용하였다. 

3군: 액화질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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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발거 한 후 2.5%, 5%, 7.5% DMSO에 5분씩 담근 후 10% DMSO와 F 

medium 1ml 가 담긴 2ml 냉동 튜브에 넣어 액화질소에 넣어 -196℃까지 급

속 냉동하였다.  

4군: 자기장군 

치아를 발거 한 후 2.5%, 5%, 7.5% DMSO에 5분씩 담근 후 10% DMSO와 F 

medium 1ml 가 담긴 2ml 냉동 튜브에 넣어 21.7mA, 60Hz, 1gauss의 자기

장이 발생되는 코일 중심부 안쪽에 위치시킨 후 냉동고 (SD-108, 한국와이오

티, 한국)에 넣고 -20℃까지 -0.3℃/min의 속도로 서서히 냉동한 후 -196℃

까지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하였다(그림1). 

5군: 저속 냉동군 

치아를 발거 한 후 2.5%, 5%, 7.5% DMSO에 5분씩 담근 후 10% DMSO와 F 

medium 1ml 가 담긴 2ml 냉동 튜브에 넣어 냉동고(SD-108, 한국와이오티, 

한국)에 넣고 -20℃까지 0.3℃/min의 속도로 서서히 냉동한 후 -196℃까지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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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장 발생장치 및 치아 배치. 

a. 슬라이닥스(slidacs): 입력된 교류 전원을 크기를 변환시키는 수동식 전압

변환장치. 

b. 솔레노이드(solenoid) single 코일: 감은 횟수는 1000번, 저항값은 29.8  

ohm.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제작. 

c. 2ml 냉동튜브: 10% DMSO와 F media 1ml 함유.   

d. 동해방지제 처리를 한 치아: 코일통의 중심부에 위치.  

e. 받침: 코일통의 중심에 치아가 위치하게 하는 역할. 

나. 냉동군의 해빙방법 

급속 냉동한 치아 (3,4,5군)를 액체질소 냉동고에서 꺼내 37℃ 수욕조에 넣어 

해빙하였다. 2ml 튜브 속의 보관용액이 완전히 액체 상태로 되었을 때 수욕조에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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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치아를 꺼내어 치아를 7.5%, 5%, 2.5%, 0% DMSO 가 함유된 각각의 F 

medium용액에 5분간씩 담궈 DMSO를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3.3.3. [3[3[3[3----(4,5(4,5(4,5(4,5----dimethylthiazoldimethylthiazoldimethylthiazoldimethylthiazol----2222----yl)yl)yl)yl)----2,52,52,5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검사검사검사검사        

    

실험군의 처리가 끝난 뒤에 96-well plate에 MTT 용액  (0.05㎎/㎖,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00㎕를 넣고 각 군별 치아를 MTT 용액

이 있는 well에 담았다. 치아가 담긴 96-well plate를 알루미늄 호일에 싼 후 3

시간 동안 37℃ 회전 진탕기에서 배양하였다. 3시간 후 96-well plate를 꺼내어 

MTT용액에 담궈진 치아를 꺼내어 DMSO 150μl를 넣은 well에 치아를 옮기고 

15분간 회전 진탕하여 형성된 MTT formazan 결정을 녹여내었다. 15분 후 치

아를 제거하고 Dynatech
 

MRX ELISA microplate reader (Dyna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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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 4. 4. 4. 치아치아치아치아    치근면에치근면에치근면에치근면에    붙어있는붙어있는붙어있는붙어있는    치주조직의치주조직의치주조직의치주조직의    양양양양    측정측정측정측정            

    

실험에 사용된 치아의 치근면에 붙어있는 치주조직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

기 위해 MTT 검색 실험 후 각 군의 well에서 제거된 치아를 각 군별로 96-

well plate에 치아를 넣고 eosin (Accustain, sigma-Aldrich chemie, Gmbh, 

Germany) 350μl를 첨가하여 12시간 정도 담궈서 염색을 한 후 치아를 제거하

고 1% acid alcohol (70% ethyl alcohol, 1% HCl) 350μl이 든 96 well plate에 

넣은 뒤 30분간 담가두어 치근면에 염색된 치주조직을 탈색시켰다. 치아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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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96-well plate에서 꺼낸 다음 탈색된 well내의 용액을 microplate reader에 

넣고 530nm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TDT)5.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TDT)5.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TDT)5.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TDT)----mediated dUTPmediated dUTPmediated dUTPmediated dUTP----biotin nick biotin nick biotin nick biotin nick 

end labeling(TUNEL) end labeling(TUNEL) end labeling(TUNEL) end labeling(TUNEL) 검사검사검사검사    

    

각 실험군에 의해 준비된 치아를 4% paraformaldehyde가 든 2ml 튜브에 담

근 후 조직을 고정하여 보관하였다가 탈석회화한 후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4㎛ 

두께로 조직을 절편한 후 silane coating slide(MUTO PURE CHEMICALS CO., 

LTD, Japan)에 고정하였다. 각 조직슬라이드를 Tris-HCl용액(pH 8.0)에서 10

분 동안 전처리 하고 20분간 proteinase K(SIGMA, St. Louis, MO, USA)로 처

리하여 조직을 digestion하였다. PBS 용액으로 수세 한 뒤 3% hydrogen 

peroxide(H2O2)로 조직에 있는 peroxidase를 불활성 시킨 후 PBS로 다시 수

세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을 위한 양성대조군에 대해 DNA buffer로 10분

간 전 처리하고 DNaseⅠ(F. Hoffmann-La Roche Ltd, Basel, Switzerland)으로 

20분간 반응시켜 인위적으로 DNA를 단편화시켰다. Transferase-mediated 

deoxyuridin triphosphated(TdT, SIGMA, St. Louis, MO, USA) buffer에서 15

분간 전 처리한 후 Terminal deoxytransferase와 Biotin-16-2'-deoxy-

uridine-5'- triphosphate(dUTP, F. Hoffmann-La Roche Ltd, Basel, 

Switzerland)로 37℃에서 2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켜 dUTP를 표지하였다. 음성

대조군에서는 TdT 효소를 처리하지 않았다. TB buffer에서 10분간 담가서 반

응을 중지시킨 후에 2% Bovine serum albumin(BSA, SIGMA, St. Louis, MO, 

USA)로 15분간 blocking 하였고, PBS로 수세 후 streptav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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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ase(SIGMA, St. Louis, MO, USA)로 30분간 반응시켜 3, 3 ‘ -

diaminobenzidine(DAB,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USA)로 발

색시켰다. 대조염색은 nuclear fast red를 이용하였으며 다시 70%, 90%, 100% 

에틸알코올로 탈수하여 봉입하였다. TUNEL 검사에 양성인 치주인대세포의 각 

조직슬라이드에서 400배 크기의 현미경(Vanox-S, Olympus, Japan) 시야에서 

임의로 세 부분을 지정하여 양성 세포수와 전체 세포수를 계산하여 백분율을 구

하였다.  

6. 6. 6. 6. 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통계처리        

MTT 처리와 eosin 염색에서 얻은 흡광도는 대조군과 각 실험군의 차이를 

SPSS 12.0 을 이용한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 의 방법을 썼다. TUNEL test 를 시행한 결과는 SPSS 12.0(SPSS, 

Chicago, Illinois, USA )을 이용한 ANOVA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Scheffe와 Tukey HSD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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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II. III. III. 결과결과결과결과    

1.  MTT1.  MTT1.  MTT1.  MTT값을값을값을값을 Eosin  Eosin  Eosin  Eosin 염색값으로염색값으로염색값으로염색값으로    나눈나눈나눈나눈    비율비율비율비율    

Eosin 염색값 즉 치근면의 면적으로 나누어진 값인 MTT/Eosin 비율은 

자기장군은 즉시 발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세포 활성을 보였으며 

(p<0.05)(그림 2) 자기장군과 액화질소군, 저속냉동군 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러나 냉장군은 모든 군들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p<0.05) 가장 낮은 치주인대세포의 활성을 

보였다(표 1). 

표 1. MTT와 Eosin 염색 흡광도와 MTT/eosin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Groups 
1
 MTT

2
 Eosin

3
 MTT/Eosin

4
 

Group1 2.42±0.28 0.55±0.11 4.60±0.55 

Group 2 0.82±0.18 0.52±0.20 1.72±0.59 

Group 3 1.60±0.32 0.48±0.11 3.44±0.72 

Group 4 1.44±0.24 0.54±0.16 2.84±0.89 

Group 5 1.52±0.26 0.63±0.20 2.65±1.02 

 

1
Group 1은 즉시발치군, Group 2는 냉장군, Group 3은 액화질소군, Group 4는 

 자기장군, Group 5는 저속냉동군을 나타냄. 

2
MTT 값은 세포 활성의 정도에 비례하고 

3
Eosin값은 치주인대세포의 면적에  

비례하므로 
4
MTT/Eosin값은 치주인대세포의 면적에 따른 세포활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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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실험군에 따른 MTT/Eosin 비율. 실험군 중 1: 즉시발치군 2: 

냉장군 3: 액화질소군 4: 자기장군  5: 저속 냉동군. 

★: p<0.05. 

 

2. TUNEL test2. TUNEL test2. TUNEL test2. TUNEL test    

    

각 실험군 당 6개의 치아를 이용하여 정상 세포수에 대한 양성 세포수의 

비율을 구해 각 군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해 one way ANOVA를 시행한 

결과 자기장군은 즉시 발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세포 사멸을 

보였다(p<0.05). 또한 자기장군은 세포사멸에 있어서 액화질소군, 저속냉동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냉장군은 다른 모든 군들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세포 사멸의 정도가 가장 심했다(p<0.05)(그림3). 

각 실험군별로 400배 크기의 현미경 시야에서 양성세포를 관찰했을 때 즉시 

발치군은 양성세포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그림 4) 대조적으로 냉장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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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하게 염색되는 양성세포가 가장 밀집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5). 자기장군과 저속냉동군, 액화질소군에서는 양성세포가 국소적으로 분포함 

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6,7,8). 

 

그림 3. TUNEL 검사에 의한 양성세포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 

Group 1: 즉시발치군  Group 2: 냉장군  Group 3: 액화질소군  Group 4: 

자기장군  Group 5: 저속냉동군.  

★: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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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즉시 발치군의 TUNEL검사 현미경 사진 (x 400).  

화살표: 양성세포. 

 

    

그림 5. 냉장군의 TUNEL검사 현미경 사진 (x 400).  

화살표: 양성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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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액화질소군의 TUNEL검사 현미경 사진 (x 400).  

화살표: 양성세포. 

 

 

 

그림 7. 자기장군의 TUNEL검사 현미경 사진 (x 400).  

화살표: 양성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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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저속냉동군의 TUNEL검사 현미경 사진 (x 400). 

화살표: 양성세포. 

 

    

                

    

    

    

    

    

 



 19 

IV.IV.IV.IV.    고고고고    찰찰찰찰    

    

치아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으로 냉동 보존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치주인대세포는 냉동 과정 중에 손상을 받게 된다. 세포가 용액에서 냉동될 때 

얼음은 먼저 세포 외 공간에서 생성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만 세포는 

냉동되지 않고 과 냉각 상태이다. 과 냉각된 물은 높은 화학적 전위를 가져 

세포 밖으로 이동하여 냉동된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면 세포는 냉동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냉동 속도가 빠르면 세포는 세포 내 얼음의 형성으로 

손상을 받으며 이때 형성된 얼음 결정의 크기는 매우 작다
18

. 이 경우 냉동된 

세포를 느린 속도로 해동하면 세포 내 작은 결정이 응집하여 큰 결정을 

형성하는 재결정화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
19,

 
20

.  

반면 냉동 속도가 너무 느리면 세포 외부에 얼음이 형성됨에 따라 용액의 

농도가 증가하여 세포 내 수분이 세포 외로 이동하여 탈수가 일어나 손상을 

받을 수 있다
9
. 또한 탈수로 인한 세포부피의 감소로 세포 내부에 압박을 가져 

와 세포막을 넘어선 수압 차이로 인해 세포막 손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19

. 세포 

가 수축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세포막의 융합으로 인해 세포막의 유효면적이 

줄어들어 정상 환경으로 세포가 돌아갔을 때 세포는 정상 부피를 회복하기 전에 

터지게 된다
21, 22

. 따라서 세포를 냉동할 때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냉동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세포의 종류와 첨가물에 따라 달라진다. 

효모세포를 물속에서 100℃/min 의 속도로 냉동 시 급속 냉동이 되어 세포 내 

얼음의 형성으로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지만 혈액 속 적혈구에서 이 정도 

속도의 냉동은 세포막의 물 투과성의 차이 때문에 저속 냉동이 된다
21

. 

치주인대세포의 경우 냉동 시 치주인대세포의 생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농도 단계별로 적용한 10% DMSO를 동해 방지제로 사용하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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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5℃ 사이의 온도에서는 -0.3℃/min 의 저속 냉동을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액화질소에 넣어 급속 냉동을 한 뒤 해동 시에는 급속 해동을 하는 

것이라고 Schwartz가 보고한 바 있다
 23

. -35℃ 이상의 온도에서는 세포 내부 

에 얼음이 형성되지 않고 세포 외부의 냉동상태에 따라 수축하게 되어
 
저속 

냉동으로 냉동하면 세포가 손상을 적게 받는다
24

. 본 실험에서는 자기장군과 

저속 냉동군을 냉동시킬 때 사용한 냉동고가 최저 -20℃까지 내려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20℃까지는 0.3℃/min 의 저속 냉동을 하였으며 -20℃ 이하의 

온도에서는  -196℃로 급속 냉동 하였다. 비록 동해 방지제로 10% DMSO 를 

사용하였지만 냉동 전 온도가 -20℃였고, -20℃와–-35℃사이의 온도 에서 

급속 냉동되었기 때문에 세포 내 얼음의 급격한 증가로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본 실험에서 저속 냉동군의 세포 활성이 급속 냉동을 한 

액화질소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치아를 냉동시 치주인대세포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자기장 

을 이용한 프로그램 냉동고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12, 13

. 

자기장의 작용 원리는 세포의 주된 구성 성분이 물 분자로 되어 있고 수소원자 

는 약한 (+)전하를 띄며 산소원자는 상대적으로 (-)전하를 띄고 있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전자기장을 걸어주면 물 분자는 전자기장과 나란해 지려고 

회전하게 된다. 전기장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교번 전계를 가하면 앞서 

정렬되어있던 분자들이 전계의 방향에 따라 회전하여 재정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물 분자 간의 마찰이 일어나 열이 발생한다. 전계의 방향을 빠른 속도 

로 바꾸어 주면 마찰열이 증가해 물체의 모든 부분이 가열된다. 치아를 냉동 시 

자기장을 걸어주면 세포 내 물 분자가 진동하여 물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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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들이 결합하려고 하는 반데르발스 결합 에너지보다 크게 되어 온도가 

내려가도 얼지 않고 과 냉각되어 있다가 더 낮은 온도에서 균일하게 얼게 된다
 

25
. 이러한 전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전자파가 발생되는데 전자파는 

파장과 주파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성질을 갖게 된다. 주파수는 단위시간 당 

진동수를 나타내며 주파수가 증가하면 열이 발생되게 된다
26

. 냉동기술에 있어 

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심장과 같은 장기의 냉동 후 해동 시 전체 장기의 

온도가 동시에 같이 상승할 수 있도록 300MHz 이상의 자기장을 걸어 조직을 

균일하게 가열하는데 이용되었다. 장기를 열전도 방식에 따라 가열하면 조직 

가장자리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중심부는 냉동된 상태라 기계적인 스트레스와 

파절이 발생하게 된다. 낮은 주파수의 자기장을 걸면 침투 깊이가 깊고 균일한 

열이 들어가게 된다. 주파수가 300MHz 이상이 되면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에너지를 침착시키며 결과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27, 28

. 본 연구에서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되 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열 발생 효과가 없는 

극저주파인 60Hz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자기장을 발생시켰다
27 

. 

Kaku 등
13
은 이러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냉동고를 생산하는 회사인 ABI 

Corporation Ltd 와 공동 작업으로 ‘Cell Alive System’(CAS)을 개발하였으며 

75mA 의 자기장을 이용한 프로그램 냉동고를 사용하여 냉동 시 세포 활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CAS 는 기존의 급속 냉동과정에서는 세포 표면에서 

동결이 시작되어 표면의 얼음이 장벽이 되어 내부 동결을 방해하게 되어 세포 

전체가 동결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표면 얼음이 성장함에 따라 내부의 얼지 않은 

물 분자가 이동해 세포의 탈수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나 CAS 에 의한 냉동은 

세포를 자기장 환경 안에 넣어 미약한 에너지를 가해 물 분자를 진동시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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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억제해 과 냉각 상태를 유지하며 세포 전체를 동시에 냉동하게 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치아를 냉동시킬 때 Kawata
 12
의 실험에서는 

15mA 세기의 자기장을 이용했고 Kaku 등
13 
의

  
연구에서는 75mA 세기의 자기 

장을 걸었다고만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나 거리에 반비례하여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25   
이런 기술로는 정확히 

몇 가우스의 자기장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다. 같은 전류라도 코일이 감긴 수나 

자기장이 작용하는 곳까지의 거리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1mA, 60Hz 의 자기장을 발생시켜 세포에 가한 자기장의 세기 

는 1±0.05 G 이다. 1G 는 80A/m 이며 1m 당 80A 의 전류가 걸린다는 

의미이며 이 세기의 자기장은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지구자계는 0.3-0.5G, 헤어 

드라이기를 15cm 의 거리에서 사용한다면 0.7G 의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29

. 

 

치아를 냉동한 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을 검사하는 방법들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MTT 검색법은 냉동 후 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14, 15, 17

.  MTT 검색법은 간편하며 대부분의 세포에 적용이 가능 

하고 큰 규모의 실험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험의 재현성이 

높아 신뢰성이 높은 검사방법이다. In Vitro 상의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검사하는 방법들은 수집된 치주인대세포가 치주인대세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으며 수집된 세포의 성질이 배양 기간이나 배양 전 단계에서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0

.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96 well plate 에 잠길 

정도로 작은 쥐 치아를 이용한 in vivo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14 

. 



 23 

치아가 냉동과 해동과정을 거치게 되면 치주인대세포는 세포사멸과 관련된 

유전자 전위와 DNA 분절의 증가와 같은 손상을 받게 된다
16

. 이러한 세포 사멸

도를 표지하는 방법으로 TUNEL 검사가 있다. 세포사멸(apoptosis)은 1972년 

Kerr등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괴사(necrosis)와는 감별되는 세포사

망의 한 형태로 괴사가 DNA 파괴 전에 세포막의 소실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세포사멸은 DNA 파괴 후 세포막이 소실되며 그 병리소견으로는 세포핵

의 분열, 염색체의 응결 및 세포질의 응축, 세포 사멸체(apoptosis body)의 형

성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동반한다
33

. 또한 건강한 조직이 방사선 조사, 항암제 

및 세포 독성물 등 DNA 파괴성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세포사멸이 발생되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31

. 소의 태아에 있어서도 냉동 보관 후 해동시 TUNEL 검

사로 태아의 생활력을 감소시키는 손상을 확인하였다
32

. 그러나 TUNEL 방법의 

문제는 조직에 따라 양성, 음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과 DNA 가 분해되는 상황 즉 세포손상 후 DNA가 수리되거나 세포 괴사가 되

는 경우에도 모두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에도 세포사멸을 표지하

는 최적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16

.  

TUNEL 검사와 MTT 분석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계 쪽에서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약물 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MTT 분석을 통해 약물에 의한 암세포의 생활력이 감소되었는지를 보고 세포 

사멸된 정도를 TUNEL 검사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34

. 사람 치아를 냉동한 후 

치주인대세포의 DNA 손상을 MTT 분석과 TUNEL 검사로 측정한 시도도 

있었다. Oh 등
17
은 치아를 발거 후 치근의 치주인대세포를 긁어 관찰한 군과 

액화질소에 넣어 1 주일 보관 후 해동한 군에서 TUNEL 검사 및 MTT 분석을 

시행한 결과 두 군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급속 냉동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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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치아를 냉동 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을 

검사했을 때 TUNEL 검사와 MTT 검색 결과 모두 자기장군, 액화질소군, 저속 

냉동군이 유사한 세포 활성도를 보였고 냉장군에서 세포활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자기장 저속 냉동보관법은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 

에 있어서 저속 냉동법과 액화질소를 이용한 급속 냉동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며 치아를 냉동 보관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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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흰쥐 상악 대구치를 발거 후 자기장 하 저속냉동법을 이용하여 

치아 냉동 시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MTT 검색법과 TUNEL 검사를 이용하 

여 측정하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각 실험군 당 12 개 치아에 대하여 MTT 검사를 시행하여 나온 흡광도를  

치근면의 eosin 염색을 통해 얻은 흡광도로 나눈 값에서 자기장군은 즉 

시 발치군보다 세포활성이 떨어졌으나 액화질소군, 저속 냉동군과 유사 

한 세포활성을 보였고 냉장군보다 높은 세포 활성도를 보였다(p<0.05). 

2. 각 실험군 당 6 개의 치아에 대하여 TUNEL 검사를 시행하여 단위면적 

당 양성 세포수를 세어 백분율을 구해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장군 

은 즉시 발치군보다 세포사멸도가 높았으며 저속 냉동군과 액화질소군과 

는 유사한 세포 사멸도를 보였고 냉장군보다 세포사멸도가 낮음을 보였 

다 (p<0.05). 

이상의 결과로 자기장 저속 냉동보관법은 쥐 치아의 세포 활성에 있어서 

저속 냉동법과 액화질소를 이용한 급속 냉동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치아의 

냉동보관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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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viability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in rat teeth using slow cryopreservation method with magnetic 

field through MTT assay and TUNEL test. 12 teeth per group of Sprague-

Dawley white female rats of 4 week-old were used in MTT assay, 6 teeth in 

TUNEL test. 

  The Maxillary left and right, first and second molars were extracted as 

atraumatically as possible under tiletamine anesthesia. The experimental  

groups were group1 (immediately extracted), group2 (cold preservation  

at 4℃ for 1week), group3 (rapid cryopreservation in liquid nitrogen),  

group4 (slow cryopreservation with magnetic field of 1G), group 5 (slow  

cryopreservation). F medium was used as preservation medium and 10%  

DMSO as cryoprotectant.  After preservation and thawing, the MTT assay 

and TUNEL test were processed. One way ANOVA and Scheff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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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performed at the 95 % level of confidence. The value of optical density 

obtained after MTT analysis was divided by the value of eosin staining for 

tissue volume standardization. In both MTT assay and TUNEL test, it ha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 3, 4, 5. And group3 had 

showed higher viability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than group 2. 

  From this study, slow cryopreservation method with magnetic field can be 

used as one of cryopreservation methods.  Also further investigation about 

the intensity of magnetic field will be required to decrease the cell injury 

during freezing. 

 

 

 

    

.  

 

 

 

 

 

 

 

 

Key words: TUNEL,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MTT, magnetic field, 

Cryo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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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    록록록록        

    

1. MTT 검색 및 eosin염색 후 측정한 흡광도의 실험원자료 

 

                           <MTT  570nm> 

 

 즉시발치군 냉장군 액화질소군 자기장군 저속냉동군 

1 2.086 0.800 1.219 1.040 1.647 

2 2.220 0.804 1.698 1.767 1.823 

3 2.493 0.987 1.749 1.804 1.364 

4 2.326 0.742 2.266 1.731 1.330 

5 2.661 0.801 1.365 1.542 1.092 

6 2.931 1.089 1.841 1.459 1.414 

7 2.851 0.969 1.727 1.100 1.902 

8 2.288 0.688 1.118 1.331 1.907 

9 2.279 0.747 1.573 1.362 1.336 

10 2.561 0.867 1.489 1.456 1.301 

11 2.225 0.921 1.836 1.343 1.592 

12 2.117 0.38 1.363 1.339 1.481 

                            

<EOSIN  530nm> 

 

 즉시발치군 냉장군 액화질소군 자기장군 저속냉동군 

1 0.412 0.647 0.411 0.503 0.587 

2 0.430 0.319 0.608 0.369 0.555 

3 0.458 0.676 0.452 0.653 0.581 

4 0.466 0.341 0.485 0.718 0.684 

5 0.618 0.461 0.459 0.934 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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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741 0.673 0.712 0.528 0.488 

7 0.718 0.928 0.595 0.508 0.568 

8 0.562 0.292 0.401 0.391 0.366 

9 0.623 0.282 0.364 0.328 0.481 

10 0.533 0.504 0.461 0.563 0.773 

11 0.564 0.691 0.448 0.522 0.877 

12 0.421 0.477 0.343 0.491 1.069 

                          

 <MTT/EOSIN> 

 

 즉시발치군 냉장군 액화질소군 자기장군 저속냉동군 

1 5.072 1.242 2.978 2.075 2.812 

2 5.174 2.528 2.821 4.792 3.290 

3 5.452 1.462 3.892 2.778 2.350 

4 5.000 2.182 4.680 2.412 1.952 

5 4.306 1.742 2.987 1.659 2.213 

6 3.967 1.624 2.594 2.779 2.987 

7 3.978 1.054 2.912 2.179 3.350 

8 4.092 2.369 2.792 3.412 5.214 

9 4.281 2.659 4.378 4.156 2.789 

10 4.813 1.725 3.232 2.598 1.694 

11 3.954 1.349 4.110 2.583 1.824 

12 5.032 0.877 3.987 2.732 1.392 

 

2.TUNEL검사 후 양성세포율 원자료 

 

                          즉시발치군 냉장군 액화질소군 자기장군 저속냉동군 

1 6.98 17.57 6.88 8.87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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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5 13.23 7.55 7.62 8.83 

3 4.24 13.65 8.34 6.25 10.28 

4 7.21 14.46 8.85 10.16 11.65 

5 4.89 14.75 5.77 7.41 10.88 

6 5.78 15.56 7.3 6.86 9.2 

단위: % 

 

3.TUNEL 검사의 저배율 현미경 사진(ⅹ200) 

 

 

가.  즉시발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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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장군  

 

 

다. 액화질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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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장군 

 

 

마. 저속냉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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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UNEL 검사에 의한 양성세포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는  %이며 Group 1은 즉시발치군 ,  Group 2는 냉장군 ,  Group 3은 

액화질소군 ,  Group 4는  자기장군 ,  Group 5는  저속냉동군을  나타낸다 .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Group1  6 5.708 1.403 

Group2 6 14.87 2.425 

Group3 6 7.448 1.186  

Group4 6 7.861 2.032 

Group5 6 9.93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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