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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MTT검색법을 이용한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평가 

성공적인 치아 재식을 위해서는 치유에 필수적인 치근면의 치주인

대세포 활성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식 하거

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재식 전까지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관용액에  보관하여야 한다. 치아 보관 용액의 치

주인대세포 활성도 유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치근면에 부착되

어 있는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나 아직까지 그러한 방법이 보고된 바는 없다. 

 본 연구는 첫째, MTT 검색법이  쥐 치아 모델에서 치주인대세포

의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지 여부와 둘째, 여러 가지 치아보관

용액(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Viaspan과 Likorol ) 을 이용하여 1시

간, 24시간, 1주일 동안 발거 된 쥐 치아를 보관하였을 때 치주인대

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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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Sprague-Dawley계 흰쥐 75마리를 이용하여 β-APN 전 

처치 후 상악 제1대구치를 발치하여 즉시 혹은 1시간 건조 시키거나 

Viaspan에 보관 후 재식 하여 2주뒤 희생시켜 치근의 흡수정도를 

관찰하고 같은 방법으로 발치 된 치아를 처리하여 치아자체를 MTT 

solution에 담구어 MTT 검색을 시행하였다.  

 

조직학적 관찰 결과와 MTT 측정치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MTT 검색법이 조직학적 평가와 일치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평가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치아보관용액의 MTT 검색 결과 1시간과 1일 보관한 

경우 보관용액에 따른 세포 활성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1주일 

보관한 경우 Viaspan에 보관하였을 때 다른 보관용액에 비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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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세포 활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

이었다(p< 0.05). 그 다음으로 HBSS, Likorol, DMEM 순으로 세포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쥐 치아의 치아 표면에서 직접 치주인대세포의 활

성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몇 가지 보관용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

으로써 보다 오랫동안 세포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용액 개발 

혹은 보관 방법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치주인대세포, 활성도, MTT검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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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검색법을 이용한 쥐 치아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평가 

지도교수 <이승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의 성 

I. 서론 

치아 재식술은 외상성으로 완전 탈구된 경우나 해부학적으로 통법의 치근

단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치아이식술은 치아 결손부위에 공여치아를 이식함

으로써 그 결손 부위를 회복(Lee 등, 2001)해 주는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게 

시행되는 술식이다. 이러한 술식에는 치아의 발거 시 치주조직의 손상정도와 

발거된 치근면의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Andreasen와 Kristerson, 1981). 치근면의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거에서부터 치아 재식 혹은 이식이 이루어지기까

지의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Soder 등, 1977). 특히 외상성 손상

으로 인한 치아의 완전 탈구 시 이러한 술식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Andreasen와 Hjorting-Hansen, 19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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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en와 Hjorting-Hansen, 1966b).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러한 술식

들이 항상 즉시 이루어 질 수는 없으므로 발거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관하느

냐에 따라 치근면의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는 달라진다. 결국 이러한 활성도 

유지 정도에 따라 재식된 치아의 치근 흡수양상이 달라 질 수 있으며

(Blomlof, 1981) 따라서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관용액에 발거된 치아를 재식 혹은 이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관하는 것

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치아보관용액으로 우유,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Gibco-

BRL,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  Viaspan®(Dupont 

Pharmaceutical, Wilmington, DE, USA), conditioned medium, culture 

medium(Eagle’s medium), Optisol-GS®(Chiron-Intra Optics, Inc., 

Irvine, California, USA) 혹은 Likorol® (Laboratories Chauvin OPSIA, 

France) 같은 각막 보존용액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Krasner와 Rankow, 

1995) (Layug 등, 1998)   그 결과에 변이가 많으며, Harkacz 등(1997)은 

기능성 음료를 이용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였으나 우유에 비



３ 

해 좋지않은 결과를 보였다(Harkacz 등, 1997).  

현재까지 등장성 용액이며 pH가 생체와 비슷한 HBSS가 가장 좋은 치아

보관용액으로 추천되고 있다. Olson 등(1997)은 HBSS가 고갈된 치주인대 

세포의 대사산물을 보충해 준다고 하여(Olson 등, 1997) 치아보관용액으로서 

HBSS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비록 HBSS가 좋은 실험 결과를 나타내기는 하

나 외상성 완전탈구의 경우 쉽게 구할 수 없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로 우유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Nordenvall(1992)은 외상성 완전 

탈구된 치아를 12시간 동안 우유에 보관하여 성공적인 임상적 결과를 보고

하였다(Nordenvall, 1992). Viaspan®은 Belzer등에 의하여 개발되어 간장이

나 췌장 등 소화기관의 장기 이식 시 보관용액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치아 보관용액으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Todo 등(1989)은 Viaspan®이 세

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되는 세포의 종창을 

예방함으로써 아주 우수한 보관 용액임을 증명하였으며(Todo 등, 1989) Hiltz

와 Trope(1991)은 HBSS와 Viaspan®에 섬유아세포를 24시간 보관하였을 

때 세포의 활성도가 각각 71.3% 와 76.7% 유지함을 보임으로써 Via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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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Hiltz와 Trope, 1991). Ashkenazi 등(2000)은 치주

인대 섬유아세포를 24시간동안 상온에서 보관하였을 때 culture medium이 

세포의 활성도 및 증식능력이 HBSS나 Viaspan®보다 우수함을 보임으로써 

치아의 보관용액으로 추천하였다(Ashkenazi 등, 1999).  

이렇게 연구자들마다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실험 

방법상의 여러 변수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직접 살아있는 세포의 수를 세는 방법이다. 이는 

치근표면으로부터 trypsin과 collagenase를 이용하여 치주인대 세포를 채취

하고 이를 neutral red나 trypan blue(Ashkenazi 등, 1999) 혹은 fluorescein 

diacetate(Patel 등, 1994)로 살아있는 세포만 염색함으로써 hemocytometer

로 염색된 세포 수를 세어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

기는 하나 세포의 채취 과정에서 치근면의 모든 세포가 채취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세포가 비록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수의 약 70%만이 세포분열능력

이 있어(Hupp 등, 1997) 실제 살아있는 세포 수와 치주조직의 치유능력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Lekic 등(1998)은 단일세포에서 배양되어 형성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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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숫자를 세어 세포의 증식 능력을 비교하여 보관용액을 평가하였다

(Lekic 등, 1998). 또한 Hupp 등(1997)은 치근면으로부터 채취된 세포를 배

양하고 tritiated thymidine를 labeling하여 labeling index로 비교 평가하였

다(Hupp 등, 1997). 이는 tritiated thymidine이 세포가 DNA 복제 시에만 

흡수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치근면에서 채취

된 세포를 배양한 것으로 원 세포(primary cell)와는 다른 많은 변수가 작용

하므로 원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MTT) 검색법은 많은 시료를 간단히 

빠르고 객관성 높게 판독 할 수 있어 배양된 세포에 세포독성에 관한 연구

에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Mosmann, 1983). 이 방법은 대사과정이 온전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 수소효소가 노란색 수용성 tetrazolium salt  

3,4[4,5-dimehtylthiazol-2-y1]-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을 자주색을 띄

는 비수용성의 formazan 결정으로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57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대사적으로 왕성한 세포의 농도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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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관용액의 치주인대세포 활성도 유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치 후 

보관시간에 따른 치근면의 세포 활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배양된 세포가 아닌 발거된 치아 자체를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세포 활

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실험실에서 간편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

다. 이러한 방법이 아직까지 in vivo 실험에서는 이용된 적이 없지만 쥐 치

아의 크기가 96-well plate에 담길 정도로 충분히 작으며 예비실험에서 

MTT 검색법을 발거 후 즉시 시행한 군과 발거 후 1시간 동안 건조 시켜 

시행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용가능성을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MTT 검색법이 쥐 치아 치근면의 치주인

대세포의 활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둘째 쥐 

치아 발거 후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Viaspan과 Likorol 에 각각 1시간, 24시간, 1주

일간 보관 했을 때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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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의 전 처치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생후 4주된 체중 100mg 내외의 암컷 Sprague-

Dawley계 흰쥐 75마리를 이용하였다. 발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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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ina 분말과 물을 사료로서 발치 전 3일간 공급하였다. 

Ketamine(0.1ml/100mg) 마취 하에 접근이 가장 용이한 좌,우측 상악 제

1,2대구치를 발거 하였다. MTT 검색법에는 제 1, 2 대구치를 모두 사용하

였으며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해 치아를 재식 할 경우에는 제 1대구치만을 

사용하였다. 날카로운 탐침으로 peritomy를 시행한 후 치아주위조직에 최소

한의 외상을 가하면서 발거 하였으며 이때 발치와의 출혈은 면봉으로 조절

하고 발치 후에는 모든 치근의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2. MT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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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well plate에 노란색의 MTT solution (0.05mg/ml,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200ul을 넣고 다음의 각 군당 10개 치아를 MTT 

solution이 있는 각 well에 담구었다. 이때 혈구세포의 개재 가능성을 최소

화 하기 위하여 식염수로 치근면을 깨끗이 세척 하였다. 

 

즉시 처치군 

치아 발거 후 즉시 MTT 시행하였다. 

건조 처치군 

발거된 치아를 1시간 동안 따뜻한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 후 MTT 시행하

였다. 

Viaspan처치군 

 발거된 치아를 1시간동안 Viaspan (Dupont Pharma, Willmington, DE, 

USA) 용액에 4℃에서 보관한 후 시행하였다. 이는 즉시 처치군과 건조 처

치군의 중간반응을 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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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foil로 96-well plate를 싸서 3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했다. 배양 후   dimethylsulfoxide(DMSO, Sigma 

Chemical Co., St.Louis, MO, USA ) 150ul를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녹여내고 각 well에서 치아를 제거한 후 ELISA(Benchmark 

microplate reader;BIO-RAD, California, USA)에 넣고 57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조직학적 검사 

MTT 검색에서와 같이 각 군당 10개 치아를 발거 한 후 원래의 발치와에 

재식하고 2주 후 희생시켰다. Ketamine 마취 하에 실험동물의 가슴을 절개

하고 심장을 노출시킨 후 하대정맥과 동맥을 겸자를 이용하여 결찰 하고 양

쪽 목 정맥을 절개하였다. 좌심실에 23G 주사기를 삽입시키고 0.9% 생리식

염수로 실험동물의 피를 흘려버린 뒤 10% formalin 40ml를 심장을 통해 관

류 고정한 후 상악 턱뼈를 적출하였다. 상악 턱뼈는 5% nitric acid에 6일간 

탈회한 후 0.1M sodium cadodylate buffer로 세척하고 50%에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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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로 단계적으로 탈수 시킨 다음 Xylene으로 침착 시키고 paraffin에 

포매 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을 위해 microtome을 이용하여 4um 두께로 

치아 장측에 수평 절단하여 표본을 제작하고 hematoxylin-eosin으로 염색

하였다. 광학현미경 하에서 각 치근의 흡수정도를 관찰하였다.  

 

각 치근의 이미지를 광학현미경(X 40)에 연결된 컴퓨터에 Matrox 

Intellicam (Matrox Graphics Inc., Quebec, Canad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저장하고 Microsoft Powerpoint(Microsoft Co., USA) 프로그램으로 

옮긴 후 치근단면의 정 중앙을 지나는 4개의 사선을 그어 치근면과 만나는 

접점 8곳에서의 흡수여부를 관찰하여 흡수 빈도를 기록하였다.  

 

4. 보관용액의 평가 

각 군당 10개씩 발거된 치아를 각각 1시간, 24시간, 1주일간 4℃에서 다음

의 용액에 보관 한 후 전술한 방법으로 MTT 검색법을 시행하였으며 사용

된 보관용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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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SS(Gibco-BRL,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BRL,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 with 1% penicillin and 

streptomycin 

Viaspan(Dupont Pharma, Willmington, DE, USA) 

Likorol (Laboratories Chauvin OPSIA, France) 

음성 대조군: 치아 발거 후 즉시 MTT 시행하였다. 

양성 대조군: 발거 된 치아를 1시간 동안 따뜻한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 후 

MTT 시행 하였다. 

 

5. 실험자료의 분석 

MTT 검색법에서 얻은 흡광도를 one-way ANOVA로 시행하였으며 각 군

간의 통계분석법은 95% 신뢰수준으로 Student-Newman-Keuls 방법을 

사용하였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에서는 치근흡수가 일어난 포인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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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어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MTT 검색 

즉시 처치군의 MTT 평균 측정치는 평균  2.81 이었고 건조 처치군은 0.98, 

중간단계를 보기위해 1시간 동안 Viaspan에 보관했던 Viaspan처치군의 

측정치는 2.65였다. 통계분석결과 즉시 처치군과 Viaspan처치군은 통계적

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건조 처치군은 다른 두 군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p< 0.05)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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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optical 

density(OD) 

Group OD 

Immediate treated 2.81(0.45  2.81(0.45 () 

DriedB                          0.98(0.35 *          0 

Viaspan( treatedC 2.65(0.49       2.65(0.49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level of confidence 

 

2. 조직학적 검사 

가. 즉시 처치군 

8개 접점에서 치근 흡수된 포인트는 평균 3.03 이었으며(Table 2) 흡수 양

상은 모두 표면 흡수 혹은 대치성 흡수 양상을 보였다. 29개의 치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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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접점 모두에서 흡수가 일어난 치근은 없었으며 3개의 치근에서는 전혀 

흡수가 일어나지 않았다(Fig. 1, 2). 

나. 건조 처치군 

평균 치근 흡수된 포인트는 평균 6.50 이었으며(Table 2) 32개의 치근 중 

10개의 치근이 염증성 흡수 양상을 보이고 나머지 22개에서는 표면 흡수 

혹은 대치성 흡수 양상을 보였다. 14개의 치근에서 거의 모든 치근이 흡수되

어 8개 접점 모두에서 흡수 양상을 보였고 흡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치

근은 없었다(Fig. 3, 4). 

다. Viaspan  처치군 

평균 2.75개의 포인트에서 흡수가 일어났으며(Table 2) 28개의 치근 중 5

개의 치근에서 전혀 흡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8개 모든 포인트에서 흡수가 

일어난 치근은 없었다. 흡수 양상은 8개의 치근에서는 염증성을 나머지 15

개의 치근에서는 표면 혹은 대치성 흡수 양상을 나타냈다(Fi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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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ean number of resorption points  

Group # of Resorption point 

Immediate treated 3.03 

Dried       6.50* 

Viaspan 

treated 

    2.75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95% level of confidence 

3. 보관용액의 평가 

1시간과 24시간 보관한 군에서 HBSS, DMEM, Viaspan, Likorol 은 서

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주일 보관한 군에서는 Viaspan

에 보관한 치아들이 가장 높은 MTT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HBSS, 

Likorol, DMEM 순 이었으며 Likorol과 DMEM간만을 제외하고 모든 보

관 용액간에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있었다(p< 0.05) (Tab;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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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ptical density(OD) of HBSS, 

DMEM, Viaspan, Likorol and control groups    

 1 hour 24hours 1 week 

HBSS  2.51±0.74   1.86±0.67 0.62±0.21 Ф 

DMEM  2.67±0.58 2.06±0.69 0.34±0.16 † 

Viaspan  2.65±0.49 2.17±0.61 1.87±0.36 * 

Likorol 2.00±0.60    1.85±0.54 0.40±0.08 † 

Negative Control 2.81±0.45   

Positive Control 0.98±0.35   

Ф,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each period of storage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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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치아의 재식이나 이식 후 치주조직의 치유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고 재현성이 있는 결과를 얻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동물실험 모델들이 사용되었다. 

Andreasen(1980a, 1980b)은 vervet monkey의 전치를 발치하고 30분간 

건조 시킨 후 다시 재식 한 결과 세 종류의 흡수유형이 8주 후에 보였다고 

보고하고 염증성 흡수는 근관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었으며 

표면흡수 및 대치성 흡수의 발생은 치주인대 세포의 생활력 여부에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Andreasen, 1980a, Andreasen, 1980b). 즉 이 

모델을 통하여 치주인대에 가하는 손상정도와 근관치료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치근흡수 유형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처럼 vervet monkey를 

사용한 모델은 비교적 잘 정립되어 있지만 구입비용과 사육비용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 치아의 주위조직이 너무 견고하여 발치과정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쥐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 다루기도 더 

쉽고 사육비용이 저렴해서 충분한 수의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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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간의 유전적인 일관성도 성견과 원숭이에 비해 쥐가 더 우수하여 

일관성 있는 실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쥐를 이용하여 재식 한 

경우 또한 사육의 어려움과 결과를 얻기까지 in vitro실험에 비해 오래 

걸리며, 조직병리학적 평가가 치주질환이나 실험 상의 오류로 인하여 일관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발치 

된 치아의 치근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TT 검색법은 세포의 활성도를 보는데 있어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며 96-well plate를 이용하므로 짧은 반응시간에 많은 

시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반 자동으로 이루어 짐으로 상당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쥐 치아는 96-well plate의 well에 잠길 

정도로 충분히 작아 MTT 검색을 하기엔 적당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발치 된 치아를 직접 MTT 검색법을 이용할 경우 치근표면에 붙어 있는 

세포수가 일정치 않아 치아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쥐 

치아를 즉시 또는 건조 재식한 후 MTT 측정치의 결과를 조직학적 결과와 



１９ 

비교했을 때 즉시 처치군 에서는 높은 MTT 측정치와 낮은 치근흡수를 또 

건조 처치군에서는 낮은 MTT 측정치와 높은 치근흡수를 보였으며 

Viaspan에 한 시간 보관하였다가 재식한 군에서도 즉시 재식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 MTT 측정치와 치근 흡수 정도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으며 건조 재식한 군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가 있어 쥐 치아에서 MTT 검색법을 이용하여 치근의 

치주인대세포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통계학적 유의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한 시간 동안 Viaspan에 

보관한 경우 MTT 측정치는 즉시 처치군에 비해 낮았으나 치근 흡수 

정도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샘플수의 부족으로 인한 오차일 수 

도 있으며 아니면 Viaspan에 1시간 동안 보관하였을 때 세포가 더욱 

왕성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MTT 측정법은 동물 치아표면의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배양 

이라는 과정 없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in vivo와 in vitr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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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어 in vitro 실험에서 초래되는 세포에 대한 많은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치아에서의 직접적인 MTT 측정법은 피 측정 부위에서의 세포 

수가 in vitro 에서 와는 달리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MTT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세포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또 혈구세포 등 순수한 

치주인대 세포 외의 요소 들이 개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효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치아 재식을 위한 실험동물 모델에 있어 발치과정 중에 치아와 

주위조직에 가해지는 외상은 치주조직의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Andreasen와 Kristerson, 1981) 발치의 용이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irkedal-Hansen(1973)은 Wistar 쥐의 제1대구치를 

elevator로 탈구만 시켜도 압력을 받은 부위에 표면 흡수가 발생함을 

보고하였고 염증성 흡수는 elevator가 위치한 제1 및 제2 대구치 사이에 

발생한다고 하였다(Birkedal-Hansen, 1973). 본 연구에서도 발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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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22개의 제2 대구치 치근을 관찰하였을 때 2개의 치근에서 각각 1 

과 2 포인트의 치근 흡수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제 1대구치의 

발치시 제 2대구치에 힘이 가해 지면서 치근 흡수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Andreasen((1980a, 1980b)은 vervet monkey 전치의 재식후에 

나타나는 표면흡수와 염증성 흡수의 topographic study에서 발치에 소요된 

시간과 발치시의 힘의 영향이 흡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ndreasen, 1980a, Andreasen, 1980b). 따라서 발치 시 최소의 

자극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치를 

시행하기 전에 β-APN을 처치하고 발치 시 주위조직에 최소의 자극이 

가해지도록 특수 고안된 발치감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상악 제1 혹은 2 

대구치를 최소의 자극으로 발치할 수 있었다. 이는 발치되지 않았던 인접 제 

2 대구치의 치근 흡수가 2개의 치근만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도 

증명된다. β-APN은 치근인대 섬유의 인장력을 감소시켜 발치를 용이하게 

하여 치조골이나 주위 연조직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로 줄여준다. β-

APN은 amine oxidase를 억제하여 콜라겐의 α-사슬에서 lysyl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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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hyde group의 형성을 저지하여 반응력이 있는 알데히드군의 감소로 

콜라겐 분자와 교차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콜라겐 섬유의 인장력이 감소하게 

된다(Bornstein, 1970). 이런 작용은 특히 힘을 많이 받는 관절 부위, 근육 

섬유의 종시점과 교합 되는 치아의 치주 인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Barrington과 Meyer(1966)는 β-APN을 중지한 3일 후부터 치주인대가 

다시 회복됨을 보고하였고 섬유 또는 세포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초래하지 

않는다고 관찰하였고 인장력 또한 교차 결합이 다시 형성되면서 원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Barrington와 Meyer, 1966). Cho와 Garant(1984a, 

1984b)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β-APN을 처치 후 발치를 시행할 

경우 치아도 건전하며 치조골 내에도 균일한 두께의 치주인대가 잔존한다고 

보고하였다(Cho와 Garant, 1984a, Cho와 Garant, 1984b). 

재식 모델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치수의 처리 여부이다. 성견과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염증성 흡수를 예방하기 위해 재식 후 1-2주

내로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흰쥐의 치아에서 재식된 상태에서의 근관치료

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재식 하기 전에 근관치료를 시행할 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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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치근면에 자극을 가하게 되어 치주인대세포

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없

어 치유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치수조직이 치아보관 용액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치수조직의 반응도 치주인대세포와의 마찬가지 일 것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관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치아의 재식 혹은 이식을 위한 보관용액으로 많은 용액들의 유용성이 많

은 실험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수돗물은 생리적이지 않아 20분이 경과하면 

세포분해가 일어난다(Andreasen, 1992). Blomlof(1981)는 타액은 언제 어

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저장성((73 mOsmkg-1) 용액이고 타

액 내에 세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치아의 보관기간이 30분 이내일 경우에

만 유용하다고 하였다(Blomlof, 1981).  

우유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치아 

보관 용액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Nordenvall(1992)는 우유가 비교적 등장성

(250-270 mOsmkg-1)용액이며 생리적인 pH를 나타내고 세균의 함유 가

능성이 적어 외상성으로 완전 탈구된 치아 보관 용액으로 사용하여 임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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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보고하며 12시간이내에는 섬유아세포의 형태를 변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Nordenvall, 1992). 우유에는 세포의 활성도를 유지

하는 필수영양소가 들어 있으며(Ashkenazi 등, 1999), Marino등(2000)은 일

반적인 pasteurized 우유보단 최소 6개월 정도 냉장 보관할 핊요 없는 long 

shelf-life 우유의 사용을 권장하였다(Marino 등, 2000). 또한 Harkacz등

(1997)은 저 지방 우유가 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는데 고 지방 우유보다 

더 유용함을 밝혔다(Harkacz 등, 1997). 

또 다른 효과적인 치아 보관 용액은 HBSS이다. HBSS는 미국 치과 근관 

치료학회에서  치아의 완전 탈구 시 치주인대세포의 보존을 위한 보관용액

으로 추천되는 용액이다(American Association of Endodontist, 1994). 이 용

액의 구성성분은 8g/L sodium chloride (NaCl), 1g/L Glucose, 0.4g/L 

potassium chloride (KCl), 0.35g/L sodium bicarbonate (NaHCO3), 

0.048g/L sodium phosphate (Na2HPO4), 0.06g/L potassium phosphate 

(KH2PO4), 0.14g/L calcium chloride (CaCl2), 0.1g/L magnesium chloride 

(MgCl2-6H2O), 0.1g/L magnesium chloride (MgSO4-7H2O) 이며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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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을 유지하고 약 270 에서 290 mOsmkg-1 정도의 삼투압을 갖는 생리

적으로 적합한 등장성 용액이다(Olson 등, 1997). Trope과 Friedman(1992)

은  성견 치아를 HBSS에 보관 후 재식 하였을 때 우유에 보관하였을 때 보

다 더 좋은 치주조직의 치유를 보고하였으며(Trope와 Friedman, 1992) Hupp

등(1997)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보관용액에 따른 성견 치주 인대

세포의 활성도 실험에서 HBSS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Hupp 등, 

1997). 그러나 Hiltz와 Trope(1991)은 HBSS의 세포 생활력 유지 능력은 

48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짐을 보고하여 그 한계성을 지적하였다(Hiltz

와 Trope, 1991). MTT 검색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도 24시간까지는 비교

적 세포 활성도를 높게 유지하나 1주일 보관한 군에서는 현저히 그 효과가 

떨어짐을 관찰할 수 있어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Viaspan은 Pentafraction 50g/L, Adenosine 1.34g/L, Allopurinol 

136mg/L, Glutathione 992mg/L, Lactobionic acid 35.83g/L, 

Raffinose·5H2O 17.83g/L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20 mOsmkg-1 정도의 

삼투압과 7.4 정도의 pH를 유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1주일간 보관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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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높은 세포 활성도를 유지하는 실험 용액 중 유일한 용액이었다. 본 

실험은 외상성 치아 재식 뿐 아니라 치아이식을 고려해 미래의 치아은행 운

영에 적절한 장기 보관용액 개발을 위해 1주일정도 보관하였으므로 다른 실

험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

다(Ashkenazi 등, 2000, Hiltz와 Trope, 1991). 아직까지 어떤 기전으로 

Viaspan이 치주인대 세포의 생활력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포 손상은 허혈로 인한 

free radical의 생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scher 등, 2000, 

Hyon와 Kim, 2001, Sitasawad와 Patole, 1998). Free radical은 반응성이 

좋아 계속되는 산화작용에 의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연쇄 반응이 

세포손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Santanam 등, 1998). 따라서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생성된 free radical을 없앰으로써 세포손상을 줄일 수가 

있는데, Viaspan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Glutathione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항 산화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Buttke과 

Trope(2002)은 HBSS에 Glutathione을 첨가 시킨 용액이 Viaspan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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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결과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Buttke와 Trope, 2002). Hyon등(2001)은 

또 다른 항 산화제인 polyphenol을 처리함으로써 췌장도(pancreatic islet) 

세포의 생존율을 현저하게 향상시킴을 보고하였고(Hyon와 Kim, 2001) 

Chung(2002)은 MTT 검색과 유식세포 계측을 이용한 실험에서 강력한 항 

산화제인 클로로필린 500nM을 HBSS에 첨가 시켜 배양된 사람의 치주 인

대 세포의 생활력 유지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Chung, 

2002). 

 Likorol은 Optisol-GS (Chiron-Intra Optics, Inc., Irvine, 

California, USA)나 Likorol-DX (Laboratories Chauvin OPSIA, France)

와 같은 각막 보존액으로서 Chondroitin sulfate, Sodium pyruvate, 

nutritional elements, mineral salts, 항생제와 Lactoferrin같은 항 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다. Halberstadt등(2000)은 돼지의 각막 내피를 6일 동안 

Likorol에 보관했을 때 세포의 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보고

하고(Halberstadt 등, 2000) Chung(2002)은 사람의 치주인대 세포 보호를 위

한 보관용액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Chung, 2002) 본 연구의 결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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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치주인대세포 생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 용액으로는 1일 이상은 

적합하지 않았다.  

 Conditioned medium 또한 치아보관 용액으로 소개되었다. Hupp등

(1997)은 성견 치아를 conditioned medium에 보관하여 재식 하였을 때 

HBSS에 보관하여 재식 하였을 때 보다 더욱 좋은 조직학적 치유가 일어남

을 보였다(Hupp 등, 1997). 한편 Ashkenazi등(2000)은 culture medium의 

우수성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치아를 발치한 후 치주인대 세포를 긁

어내어 상온에서 각각 HBSS, culture medium,  α-minimal essential 

medium 그리고 Viaspan에 담근 후 2, 8, 24시간 보관하여 clonogenecity

와 mitogenecity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culture medium에 보관된 세포의 

clonogenecity와 mitogenecity가 HBSS나 Viaspan에 보관한 세포보다 

더 우수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Ashkenazi 등, 2000).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보관 시 온도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Viaspan은 상온보다 4℃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쥐 치아를 여러 가지 보관 용액에 1시간, 1일, 1주일 동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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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관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MTT 검색법으로 비교 평가 하였다. 

외상성 치아의 재식을 위해서는 보관시간이 짧은 것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겠

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상성 치아의 재식뿐 아니라 치아 결손 부위의 회복을 

위한 치아 이식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시간인 1주일 정도 보관하였다. 또한 

외상성 치아의 재식을 위한 보관용액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야 하지만 치아 이식은 항상 준비된 clinic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치아 이식을 

위한 보관 용액은 그런 요구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

의 결과 치아이식 혹은 재식을 위한 보관 용액으로는 Viaspan(이 HBSS나 

DMEM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주일 보다는 보다 이상적

으로 1개월 정도 치주인대세포의 생활력을 유지시키면서 보관할 수 있는 방

법이나 보관용액이 개발된다면 치아 은행의 운용으로 보다 많은 환자의 결

손 부위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본 연구에서 밝

혀진 유용한 치주인대 세포 활성도 검사인 쥐 치아 모델을 이용한 MTT 검

색법으로 보다 쉽게 연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포를 오랫동안 보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냉동 보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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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등(1983, 1985)은  monkey 치아의 냉동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냉

동 프로토콜을 제시하였으며� ADDIN ENRfu ��(Schwartz와 Andreasen, 

1983, Schwartz 등, 1985)� 실제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냉동 보관 후 재식한 

증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ADDIN ENRfu ��(Laureys 등, 2001, Schwartz, 

1986)�. 그러나 아직까지도 냉동 보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따라

서 항 산화제의 적절한 첨가와 냉동보관에 관한 연구가 보다 장기적으로 치

주인대 세포의 활성도를 유지하면서 치아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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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첫째, MTT 검색법이  쥐 치아 모델에서 치주인대세포의 활성

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가와 둘째, 여러 가지 치아보관용액(HBSS, DMEM, 

Viaspan, Likorol) 을 이용하여 1시간, 24시간, 1주일 동안 발거 된 쥐 

치아를 보관하였을 때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

다.  

 

암컷 Sprague-Dawley계 흰쥐 75마리를 이용하여 β-APN 전 처치 후 

상악 제1대구치를 발치하여  즉시 혹은 1시간 건조 시키거나 Viaspan에 

보관 후 재식 하여 2주뒤 희생시켜 치근의 흡수정도를 관찰하고 같은 방법

으로 발치된 치아를 처리하여 치아자체를 MTT solution에 담구어 MTT 검

색을 시행하였다.  

 

조직학적 관찰 결과와 MTT 측정치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MTT 

검색법이 조직학적 평가와 일치하여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평가에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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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치아보관용액의 MTT 검색 결과 1시간과 1일 보관한 경우 보

관용액에 따른 세포 활성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1주일 보관한 경우 

Viaspan에 보관하였을 때 다른 보관용액에 비해 현저하게 세포 활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이었다(p< 0.05). 그 다음으

로 HBSS, Likorol, DMEM 순으로 세포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쥐 치아의 치아 표면에서 직접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 평

가 방법을 제시하고 몇 가지 보관용액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오

랫동안 세포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용액 개발 혹은 보관 방법 개발

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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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도 설명 

Figure 1  A photomicrograph of immediate treat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2 points  

Figure 2  A photomicrograph of immediate treat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4 points  

Figure 3  A photomicrograph of 1 hour dri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6 points  

Figure 4  A photomicrograph of 1 hour dri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7 points  

Figure 5  A photomicrograph of 1 hour ViaspanR treat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2 points  

Figure 6  A photomicrograph of 1 hour ViaspanR treated 

group showing root resorption at 3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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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in rat 

teeth using MTT assay 

Euiseong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Jong Lee)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is critical for periodontal 

healing of replanted and transplanted teeth. It would be ideal if 

the viability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can be measured directly 

from the root surface, however, it has not yet been repor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verify the MTT assay as 

a tool of measurement of the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from the extracted rat molar teeth compared with the histological 

observation and secondly to evaluate the viabi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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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ontal ligament cells when stored in four different storage 

media,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Viaspan and Likorol.  

A total of 75 Sprague-Dawley white female rats of 4-weeks 

old with a body weight of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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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diated treated, I-hour dried and 1-

hour Viaspan  treated) were immersed in 200ul of MTT 

solution(0.5mg/ml) in each well of 96-well plate.  

Another 10 teeth of each group were treated as same as above 

and replanted to the original socket of experimental animals. 

After 2 week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nd histological slide 

were constructed and the resorption points were recorded. 

For evaluation of storage media, 10 teeth each were imm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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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 ml of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ith 1% penicillin and 

streptomycin, Viaspan, Likorol for 1hour, 24hours and 1week 

at 4oC. After the designated storage period in the media, the 

teeth were placed in the 96-well plate and MTT assay was done.  

The results, which the MTT measurements were consistent 

with histologic observation, suggested that the MTT assay could 

be a good method to evaluate the viability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from the extracted root surface. 

In the MTT measurements after 1 hour and 24 hours storage,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experimental groups. After 

one-week storage period, Viaspan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iability of periodontal ligament cell compared with the 

other media (p<0.05)  

Key Word: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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