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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탈락 유치 동결 시 치수세포의 생존 

 

유치 자체를 동결하고 필요할 때 유치로부터 줄기 세포를 얻는 것은 유치 

줄기 세포 은행을 위한 비용과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유치의 

치수 세포가 동결과 동결 기간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122개의 유치를 신선군, 3개월 이하 동결군,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군으로 나누었다. 세 그룹간의 치수 조직 세포 생존을 비교하기 위해 

일차 배양을 시행하고 치수 조직의 세포 활성도를 측정 하였다. 또한 

신선군과 4개월 동결군 사이의 세포 사멸을 비교하기 위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assay를 시행하였다.  

 일차 배양 결과 신선군과 동결군은 모두 같은 형태의 세포군을 이루고 

있었고 신선군과 3개월 이하 동결군 간의 치수 조직 내 세포 활성도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군은 신선군이나 

3개월 이하 동결군에 비해 세포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UNEL 

assay 결과 4개월 동결치아의 치수 조직이 신선군보다 세포사멸을 많이 

보였다.  

유치를 동결 보관 후 해동 과정을 거쳐 줄기세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세포사멸도 

증가해 장기간의 동결 보존 후에도 세포의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유치 동결, 치수 조직, 세포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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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 은 혜 

 

 

Ⅰ. 서 론 

 

최근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인 줄기 

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등의 치료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골수로부터 유래한 중배엽에 관한 연구(Bruder et al., 1997; Fernandez-

Aviles et al., 2004; Yang et al., 2011)는 이미 널리 이루어 졌으며 치아와 

관련된 조직인 치수, 치주 인대, 치낭을 이용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 Y. Huang, Pelaez, et al., 2009; G. T. Huang, Gronthos, 

et al., 2009; Iohara et al., 2006; Zhang et al., 2006). 특히 유치의 경우 

비침습적으로 조직을 획득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의 탈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조직의 획득이 용이하며 세포 증식율이 높아서(Miura et al., 

2003; Nakamura et al., 2009) 이러한 유치의 장점을 활용하여 줄기 세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rora et al., 2009; 

Karaoz et al., 2010; Miura et al., 2003; Nakamur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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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를 동결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치아 은행(Kaku et al., 2010; Oh et 

al., 2005; Perry et al., 2008) 및 치아 이식이나 재식을 위한 

연구(Schwartz, 1986; Schwartz and Rank, 1986)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재식 치아의 생존과 관련되어 영구치 치주인대 및 치수에서의 동결 후 세포 

생존에 관한 연구(Oh et al., 2005; Temmerman et al., 2010)가 많았다. 

최근에는 줄기 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결되었던 영구 치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Min et al., 2010; Perry et al., 2008; 

Woods et al., 2009)도 보고되고 있다.  

유치의 경우 재식이나 이식의 목적이 없어 유치 자체를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줄기 세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치의 발치 후 치수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 동결 보관하는 줄기 세포 은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미 몇몇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Arora et al., 2009). 그러나 유치 

자체를 동결 후 해동하여 유치로부터 줄기세포를 얻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치를 동결하여 보관하였다가 필요 시에 동결되었던 치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얻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및 

기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보관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락 유치로부터 바로 세포를 얻는 경우와 유치 자체를 

동결시킨 후 해동하여 세포를 얻는 경우를 비교하여 세포 생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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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법 

 

1. 대상 및 동결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기관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2-2011-0034) 

과 환아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서 이루어졌으며 만3세에서 16세 이하의 

건강한 남자 어린이 69명과 여자 어린이 36명으로부터 유치 122개를 얻었다. 

실험은 자연탈락이 가까운 치근이 1/3이하 잔존한 유전치와 유구치를 

대상으로 하였고 심한 충치나 수복물이 있는 치아, 내흡수가 존재하는 치아는 

제외시켰다. 

유치를 발거한 후 임의로 발치 직후 실험군(신선군),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동결군,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군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였다. 

동결군의 경우 동결보존제인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St. Louis, 

MO, USA)가 10% 들어가 있는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Carlsbad, 

CA, USA) 용액에 1시간 동안 4℃에서 냉장 보관한 후 freezing container 

(Cryo 1℃ freezing container; Nalge Nunc International, Rochester, NY, 

USA)에 넣고 -80℃까지 -1℃/min의 속도로 냉각 시켰다. 동결 후 익일 바로 -

196℃의 액체 질소에 넣어 보관하였고 최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보관 후 액체 질소통으로부터 꺼내어 36℃ 온수조에서 급속 해동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신선군의 경우 1시간 동안 4℃에서 통상적 세포배양액인 

α  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 Gibco BRL)에 10% FBS (Invitrogen), 

100 U/ml penicillin (Invitrogen), 100 μg/ml streptomycin (Invitrogen), 

2mM L-glutamine (Invitrogen), 10 mM L-ascorbic acid (Sigma)를 첨가한 

용액에 보관 후 바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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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 배양(Primary culture) 

세포의 1차 배양은 outgrowth method로 치아는 신선군 30개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결군 13개,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군 17개를 사용하였다. 

치수 조직은 barbed broach (Mani, Inc, Utsunomiya Toshi-ken, Japan)를 

이용하여 치수 조직 전체를 분리하고 얻어진 조직은 1mm³의 크기로 잘게 

자른 후 60mm culture dishes (BD Falcon, Lincoln Park, NJ, USA)위에 올려 

놓고 cover glass (Superior, Lauda-Königshofen, Germany)를 덮어 세포가 

자라나오도록 하였다. 상기 배양 배지에서 온도는 37℃를 유지하고 5% CO2의 

습윤환경에서 배양하였다. 1주일 후 관찰 시 자라나오는 세포가 관찰되면 

배양성공으로 간주하였다. 

 

 

3. 치수 내 세포 활성도(Cell activity in pulp tissues) 

치수 조직 내에 살아있는 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ell counting 

assay kit-8 (CCK; Dojindo Lab, Kumamoto, Japan)를 사용하였다. 이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 있는 탈수소 효소(dehydrogenase)에 의해 kit 내의 WST-

8이 formazan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때 생성된 formazan의 양을 비색정량하여 

간접적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신선군은 

유치 30개, 3개월 이하 동결군은 17개, 3개월 초과 동결군은 13개가 

사용되었다. 유치의 치수를 barbed broach를 이용하여 꺼낸 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CCK용액 10µl와 세포 배양액 100µl를 넣은 96-well plate에 치수 

조직을 넣고 37℃의 5% CO2의 습윤환경에서 3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3시간 후 

치수를 제거하고 450nm파장에서 분광 광도계(spectrophotometer; Benchmark 

Plus Microplate Reader,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해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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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널 검사(TUNEL assay ) 

조직내에 세포사멸(apoptosis)을 일으키고 있는 세포의 핵을 면역염색법을 

이용하여 확인하기 위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assay kit (Travigen, Gaithersburg, 

MD, USA)를 사용하였다. 발치 직후의 유치와 4개월 간 동결 보존한 동결 

유치를 각각 4℃의 10% natural bufferd formalin (Sigma)에 넣어 24시간 

고정 후 4주간 10% EDTA (pH=7.4, Fisher chemical, Fair Lawn, NJ, 

USA)용액으로 탈회시켰다. 치아를 파라핀에 포매하고 4µm두께로 잘라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 시킨 후 deparafiinization과 rehydration 하였다. 

표본을 proteinase K (Sigma)를 이용해 incubation하고 3% 과산화수소로 처리 

한 후 슬라이드를 1x transferase-mediated deoxyuridine triphosphate (TdT; 

Sigma, St. Louis, MO, USA) labeling buffer에 5분간 넣었다. 표본을 50µl의 

labeling reaction mix 처리 후 37℃의 humidity chamber에 30분간 

incubation하고 그 표본을 1x TdT stop buffer에 5분간 상온에 두어 labeling 

reaction을 중단시켰다. 표본을 2회 deionized water로 세척하여 5분간 

상온에 보관하고 표본에 50µl의 streptavidin–horseradish-peroxidase 용액을 

적용 후 incubation하고 3,3-diaminobenzidine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 용액에 표본을 2분간 넣고 이후 광학 현미경(Bx-40,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조직시편을 관찰하였다. 

 

5. 통계 분석(Statistical analysis) 

 

결과 분석은 SPSS (18.0, IBM,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치수 조직 내 세포 활성도 검사는 Kruskal-Wallis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Bonferroni correction (p < 0.017)과 함께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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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일차 배양(Primary culture) 

치아는 거의 치근 흡수가 일어난 치아를 사용했고(Figure 1A) 일차 배양 

결과 전형적인 섬유모세포 형태의 세포가 자라나오는 것(Figure 1B)이 

관찰되었다. 신선군과 동결 보존군의 1차 배양 결과를 광학 현미경하에서 

관찰 시 자라 나온 세포는 모두 방추형이거나 섬유모세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신선군과 동결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Figure 1C,D). 또한 치수 조직의 

일차 배양 결과는 각 그룹간 유의할 만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동결기간이 

9개월까지 증가해도 일차배양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1).  

 

 

 

Table 1. Cell-outgrowing ability from deciduous pulp tissues from fresh 

teeth, 3 month less cryopreserved deciduous teeth and 3 month over 

cryopreserved deciduous teeth. 

 
Fresh 

Over 1 to 3 month 

Cryopreserved 

Over 3 to 9 month     

Cryopreserved 

Success 17 10 7 

Failure  13 3 10 

Total 30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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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mary culture from exfoliated deciduous teeth. (A) Exfoliated 

deciduous tooth from a 6-year-old boy. (B) Pulpal cell outgrowth from a 

pulp explant. (C,D) Pulpal cells from fresh teeth (C) and cryopreserved 

teeth (D). Scale bars: 100 m in B and 30 m in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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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수 내 세포 활성도(Cell activity in pulp tissues) 

치수 조직의 세포 활성도 검사결과 신선군과 3개월 이하 동결 보존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선군과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 보존군, 3개월 이하 동결 보존군과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 

보존군 간의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7) 

(Figure 2).  

 

 

 

Fig. 2. Cell viability within pulp tissues of fresh deciduous teeth 

(n=30), cryopreserved deciduous teeth for less than 3 months (n=17) and 

over 3 to 8 months (n=13). Data represents mean value ± standard 

deviation (SD). * Kruskal-Wallis test followed by Mann-Whitney U test 

(p<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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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 검사(Tunel assay) 

 Tunnel 염색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외부와 접촉이 있는 치근단 방향 

부위의 치수에서 세포사멸이 치관부에 비해 확연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신선치에 비해 4개월 간 동결 보존한 치아의 세포 사멸이 더 많이 

발생했음이 관찰되었다(Figure 3).  

 

 

Fig. 3. Apoptotic cell staining by TUNEL assay in fresh and 

cryopreserved pulp tissues. (A, C, and E) a fresh deciduous tooth. (B,D, 

and F) a 4 month-cryopreserved deciduous tooth. Arrow heads indicates 

apoptotic cells stained positively with dark brown color. Scale bars: 1 

mm in A and B, 100 m in C and D, 20 m in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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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연탈락 시기가 가까워 발치 한 유치의 냉동 보관 후 해동 

시 유치에서 얻은 치수의 세포생존이 발치 직후에 바로 얻은 치수의 세포 

생존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치아의 냉동 보관 시에는 냉동 속도가 중요한데 저속 냉동 시 세포 내액이 

빠져나감으로써 세포의 수축이 생길 수 있고 급속 냉동 시 얼음 결정이 

세포내에 형성되어 해동 시에 세포가 사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냉동 속도와 동해방지제의 사용이 필요하다(Day and Stacey, 2007; Han and 

Bischof, 2004). Kawasaki 등은 slow and rate-controlling freezing이 냉동 

보관하는 세포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Kawasaki et al., 2004) 

치아의 냉동 보관 시 세포의 생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Schwartz 

등(Schwartz et al., 1985)은 10%의 DMSO 용액을 사용한 저속 냉동 후 해동 

시에는 급속 해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치아의 냉동 

보관은 여러 실험을 통해 냉동 과정 중에 손상을 줄여 세포 생존율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알려진(Miyamoto et al., 2001; Schwartz et al., 1985; 

Woods et al., 2009) 10% DMSO용액을 동결보존제로 사용하여 치근단을 통하여 

치수에 흡수되도록 1시간 동안 4℃냉장 보관 후 천천히 온도를 낮추어 동결을 

하였다. 

자가 치아를 이식하는 임상 실험을 통해 치근단 공 지름이 1mm 이상일 

경우 치수 괴사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는 미성숙 치아일수록 

치근단을 통한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Andreasen et 

al., 1990).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 영구치의 DMSO 

용액을 이용한 동결 후 세포 생존 비교 시 미성숙 영구치의 경우 치근단을 

통해 DMSO 용액이 흡수되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다(Temmerman et 

al., 2010). 이번 실험에 사용된 유치의 경우 자연 탈락 한 치아로 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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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가 진행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치근부위에서의 외부접촉면적이 넓어져 

치근단을 통해 DMSO 용액이 흡수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배양을 위해 out growth method를 사용하였다. 조직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는 enzyme digestion과 out growth method등이 

있는데(Freshney, 2005) out growth method의 경우 세포가 자라 나오기까지 

시간은 많이 걸리나 균일한 세포군을 얻을 수 있고 조직이 작은 경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G. T. Huang et al., 2006). 또한 비록 대부분의 

성체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enzyme digestion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으나(Arora et al., 2009; Gay et al., 2007; Nishino et al., 2011) out 

growth method에 의해서도 다분화 줄기세포를 얻는 보고(Bakopoulou et al., 

2011; Spath et al., 2010)도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out growth  

method를 사용하였다. 특히 치근 흡수가 이미 진행되어 거의 자연탈락 시기에 

이른 유치 치수 조직의 경우 양이 적을 수 밖에 없어 이 방법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신선군과 동결군의 일차 배양 결과 세포는 모두 같은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결 기간이 9개월까지 길어져도 세포 배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성숙 제3대구치에서 얻은 치수를 1개월 간 동결 보존 후 

1차 배양한 경우와 즉시 발치 한 치아 치수의 1차 배양 결과를 비교한 

실험에서 두 집단간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Temmerman et al., 2010) 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신선군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결군의 치수 조직내 세포 활성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 사람 소구치를 1주일 동안 냉동 보관 후 해동 시 치주인대 세포 

활성도가 신선치의 치주인대 세포 활성도와 유의차가 없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Oh et al., 2005). 그러나 영구치의 1개월 동결 보관 후 해동 시 

치수의 생존율을 비교한 실험(Chen et al., 2011; Woods et al., 2009)에서는 

동결군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실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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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이 완성된 영구치를 사용하여 미성숙 치아나 치주인대에 비해 DMSO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았고 따라서 동결 치아의 치수 생존율이 신선치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실험의 대상은 치근 흡수가 진행된 유치로 

치근단 공의 크기가 커서 DMSO의 침투가 용이했고 따라서 신선치의 치수 세포 

활성도와 3개월 이하 동결치의 치수 세포 활성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 보관한 치아는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대혈과 조혈세포 및 면역세포의 

냉동보관 후 기간이 길수록 생존율이 감소(Kobylka et al., 1998; Liseth et 

al., 2009; Mugishima et al., 1999)하는 것과 같이 동결된 시간이 길수록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TUNEL assay를 시행 결과 신선군과 비교 시 4개월 동결군에서 세포 사멸의 

범위가 더 넓고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하악 소구치를 1주일간 동결 

보관 후 동결 치아와 발치 직후 치아의 치주인대 세포의 단위 면적 당 사멸한 

세포 수를 측정하여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던 실험(Oh 

et al., 200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동결 기간이 

4개월로 길었기 때문에 신선치에 비해 동결치에서 세포 사멸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제3대구치의 치수를 치관, 중간, 치근단부로 나누어 생존력을 비교한 

실험(Temmerman et al., 2010)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결 쥐치를 이용한 생존력 실험에서는 치관부 부위의 치수에 비해 

치근단 부위의 치수 생존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Lee et al., 2012)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험에서 세포 사멸의 정도는 치관부 치수에 비해 치근단 부위의 

치수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이번 실험에 사용된 

치아는 자연 탈락한 유치로 치근흡수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치 

치근 흡수로 인한 치근단 부위의 염증 반응(Domon et al., 2008; Rodrigues 

et al., 2009)으로 치관부에 비해 치근단부의 세포 사멸이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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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 결과 유치의 저속 동결 후 해동 시 얻은 치수의 일차 배양이 

가능하고 3개월 이하 동결 시는 세포 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 탈락하는 유치를 바로 버리지 않고 동결 

보관하였다가 줄기세포가 필요한 시기에 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치아를 장기간 동결 보존 후 해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장기간의 동결 보존 후에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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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선치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결유치,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유치 치수의 일차 배양과 세포 활성도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일차 배양 시 자라나온 세포는 같은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포 활성도의 경우 신선치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결치는 유사한 세포 

활성도를 보이나 3개월 초과 9개월 이하 동결치의 경우 세포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치 자체를 동결한 후 

해동하여 줄기세포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결 기간이 길수록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세포 사멸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장기간의 동결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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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ability of pulp stromal cells 

 in cryopreserved deciduous teeth  

 

Eunhye JI, D.D.S.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aeho Lee) 

 

To cryopreserve deciduous teeth themselves and obtain stem cells from 

those teeth whenever necessary, costs and efforts to bank stem cells 

from primary teeth will be decreased. This study was aimed at making 

sure whether pulp stromal cell viability of deciduous teeth was 

influenced by cryopreservation itself and period of cryopreservation.  

Total 122 deciduous teeth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 fresh group, 

cryopreserved group for less than 3 month, and cryopreserved group for 

over 3 to 9 month. Outgrowing ability from pulp tissues and cell 

activity within pulp tissues were evaluated to compare viability of pulp 

tissue among three groups.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mediated dUTP–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assay was performed to 

compare cell apoptosis within fresh and 4- month cryopreserved pulp 

tissues. 

The morphology evident in optical microscopy was similar for fresh and 

cryopreserved tee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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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d 3-month less cryopreserved group in cell activity within pulp 

tissues. However, in over 3 to 9 month group, those ware lower than 

fresh and less 3-month cyopreserved group. In TUNEL assay, 4-month 

cryopreserved pulp tissues has more apoptotic cells than fresh group.  

In conclusion, it is possible to acquire pulp stromal cells from 

cryopreserved deciduous teeth. However, the activity of the cells 

decreases and apoptosis increased as the period of cryopreservation 

lengthens.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plore methods to increase cell 

survival rates after long-term cryo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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