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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수 자극 후 흰 쥐 치주인대에서 발현되는  

substance P의 정량적 분석 

 

연구목적 : 쥐의 치아에 자극을 가했을 때 치주인대에서 substance P (SP)가 

발현되는 양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재료 및 방법 : 총 17 마리의 생후 8 주 된 수컷 Sprague-Dawley 계 흰쥐를 

사용했다.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를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치수강개방 및 파일자극을 시행했다.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는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쥐는 1, 2 일간 사육을 했고, 마취 후 희생했다. 그리고나서 상악 우측, 좌측 

제 1 대구치를 발거했고, 발거한 치아는 -130°C 질소탱크 하에서 1.5ml eppendorf 

tube에 넣어 보관했다.  

다음날에, 치아가 들어있는 1.5ml eppendorf tube 에 0.5mol/L 아세트산 150μl 을 

넣고 specimen 으로부터 SP 의 추출을 위해 중탕(double boiling)을 시행했다.  

SP의 정량적 분석은 경쟁효소 면역분석 키트(           , KGE007, R&D Systems 

Inc., USA)를 사용했다. 

 

실험결과 :  

1 일군: 실험군에서 총 5 마리 중 3 마리에서 대조군에 비해 SP 가 적게 

검출되었다. 반대로, 2 마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SP 가 더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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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k optical density(OD) 값을 100%로 했을 때, 실험군은 40.20%(SD: 

22.43), 대조군은 49.54%(SD: 16.10)이 나왔다. 따라서 실험군의 값을 대조군의 

값으로 나눈 평균값의 수치는 81.1%이다. P value 를 계산해보면, 0.210 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2 일군: 총 12 마리 중 10 마리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SP 가 적게 

검출되었다. 반면 2 마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SP 가 더 증가하였다. 

SP 의 평균을 보면, Blank optical density(OD) 값을 100%로 했을 때 실험군은 

47.72%(SD: 16.85), 대조군은 52.38%(SD: 14.11)이 나왔다. 따라서 실험군의 

값을 대조군의 값으로 나눈 평균값의 수치는 91.1%이다. P value 를 계산해보면,  

0.053 으로 두 군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결론 : 쥐의 치아에 치수강 개방 후 자극을 주었을 때, 1 일 후에는 명백한 SP 의 

변화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2 일 후에는 SP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p=0.053). 

 

 

 

 

 

 

 

핵심되는 말: substance P, 치수자극, 치주인대, 경쟁효소 면역분석법,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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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자극 후 흰 쥐 치주인대에서 발현되는 

substance P의 정량적 분석 

 

(지도교수 정일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정  재  훈 

 

 

I. 서론 

 

Substance P(SP)는 신경계에 포함된 단백질로 대부분의 구강 조직에 존재한다. 

이것은 작은 직경의 일차구심성 세포체(primary afferents cell body)에서 합성되고, 

중추, 말초적으로 축삭류(axonal flow)에 의해 운송된다. SP 를 포함한 신경섬유는 

치근단공을 통해서 큰 혈관과 함께 치수로 들어간다 [1]. 쥐의 대구치에서 SP 를 

포함한 신경섬유는 전상아질과 상아질에서 관찰되며, 치수-상아질 표면으로부터 

20μm 정도 관찰된다. SP 를 포함하는 신경섬유는 하치조신경을 절단하면 완전히 

사라지지만, 상경신경절(superior cervical ganglion)의 제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치수에서 SP 를 포함하는 신경섬유들은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에서 유래됨을 알 수 있다. 

SP 는 체내에서 여러 작용을 하는데, 혈관이완(vasodilation), 혈장일혈(plasma 

extravasation), 면역계 활성화(immune system activation), 화학주성(chemotaxis), 

그리고 대식세포(macrophage), 비만세포(mast cell), 림프구(lymphocyte)와 같은 

염증세포의 보충(recruitment) 또는 조절(regulation)을 유발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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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수용체는 치수와 치주인대 모두에서 존재한다.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은 

동물에서 SP-양성 섬유는 치수의 모든 부분에서 발견된다. 대부분 섬유는 치수의 

중심부위에서 볼 수 있지만, 상아질모세포와 연관되어 관찰되기도 한다 [4].  

여러 문헌에 따르면, 충치가 진행되거나 [5], 미백 치료를 하거나 [6], 와동 

형성을 하거나 [7],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8], 교정적 치아이동 [9], 상아질 

접착 시 [10] 치수에서 SP 의 발현이 증가한다. 그리고, 치아에 통증이 있을 때 

치은열구액에서 SP 와 같은 신경펩티드의 방출이 증가한다 [11-13]. SP 는 또한 

치주인대에 분포하고 있고 [14], 치주인대 염증 과정에도 관련 있다 [15-17]. 

치수의 SP 는 유해수용성 일차 구심신경(nociceptive primary afferent  

fiber)에서 기원하고, 외부 자극 시 신경말단으로부터 방출이 되며, 이후에는 

염증반응을 개시 또는 조절을 위해 목표지점으로 간다. 치수와 비슷하게, 

치주인대의 염증도 신경성 원인(neurogenic source)을 가지고 있다. 자극에 

의한 손상 시 치근단 조직의 C-유형의 신경섬유로부터 SP 가 방출됨으로써 

유도된다 [18]. 치주인대 염증의 심각도는 조직 손상 정도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 

일반적으로 치관쪽 치수를 노출시켜 자극을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치수 

폴립(pulp polyp)이 형성되고, 이후 액화괴사, 응고괴사로 진행되어 치근단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20]. 이 때 치수 또는 치주인대의 경로를 통해 SP 와 

같은 신경펩티드(neuropeptide)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사람의 치수에서 SP 와 관련된 실험은 대개 가역성자극 (EPT 등)이거나 

혹은 치료도중 (교정, 근관치료)에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수절단, 혹은 치수노출과 관련한 자극에서의 SP 변화에 대한 실험은 

현재 연구윤리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치수자극과 관련한 신경펩티드(neuropeptide)의 

기전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환자의 통증조절, 치근단조직의 치유 및 염증반응 

등을 이해하여 근관치료와 관련된 통증을 연구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 

약제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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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람에서 진행할 수 없는 실험을 동물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유추하게 

되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쥐(rat)의 치아를 이용해서 치수노출 및 자극을 

유발하고 일정시간이 지나서 SP 의 level 을 PDL 에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여 

향후 치수자극과 SP 의 발현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동물실험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쥐 치아에 치수강 개방 후 파일로 치수강 내 치수를 

자극한 후 각각 1 일과 2 일 후 치아 전체에서 SP 가 어느 정도 발현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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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처치 

 

본 실험에서는 생후 8 주 된 체중 230-240g 의 수컷 Sprague-Dawley 계 

흰쥐 17 마리를 사용하였다. 마취는 마취제인            (Virbac, France)과 

근육이완제인        (Bayer, Germany)을 3:1 로 섞어서 0.4ml 를 복강 내 

주사(intraperitoneal injection) 하였다.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를 실험군으로,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를 대조군으로 설정했고, 쥐가 마취된 것을 확인 한 후 상악 

우측 제 1 대구치 교합면에 고속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1/2 카바이드 원형 

바(carbide round bur)로 주수 하에 치수강 개방을 시행했다. 이전 실험에서 

1.0mm 의 삭제 깊이는 일정하게 치수 노출을 야기한 것을 참고해서 시행했다 

[20]. 치수강이 개방된 것을 확인한 후, 20 번 K-file(Dentsply Maillefer, 

Switzerland) 끝에서 2mm 되는 지점에 러버스탑을 걸고 교합면을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치수강 부위에 대해 파일조작(filing)을 시행했다. 이는 쥐의 치수강 

내의 치수조직을 자극하고 괴사시키기 위한 것이다. Kimberly 등에 의하면, 쥐의 

치아 교두에 심한 자극이 가해질 경우, 3 일 후에 치수각 대부분에서 치수 괴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21].  

파일조작(filing)은 일정한 속도로 4-5 회 시행했다. 이후 개방된 와동을 건조 

면구로 지혈 및 건조시켰다. 지혈된 것을 확인한 후 발치 시 치관파절을 방지하기 

위해, 경화시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 

(TYPEIII CLASS1, Dentsply, Milford, USA)으로 와동을 층전했다. 상악 좌측 

제 1 대구치는 대조군으로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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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동물의 희생 및 발치 

 

쥐는 두 군으로 나누어서 각각 1, 2 일간 사육을 했고, 신선한 물과 사료를 

공급했다. 1, 2 일 후            과        을 3:1 로 섞어서 0.4ml 를 

복강내주사(intraperitoneal injection) 하여 마취를 시행하였고, 마취가 된 것을 

확인한 후 경추탈골법(cervical dislocation)을 사용해서 희생시켰다. 희생을 먼저 

하고 발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발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SP 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상악 우측, 좌측 제 1 대구치의 발거를 시행했는데, 치근이 부러지지 

않도록 익스플로러로 치아주변 peritomy 시행 후, 조직겸자를 사용해서 협설 

방향으로 힘을 가해 탈구시켜서 발치를 시행했다. 발거한 치아는 즉시 1.5ml 

eppendorf tube 에 담아 영하 130 도 액체질소탱크에 snap frozen 시켜서 

보관했다. 

 

3. Substance P 분석 

 

발거된 치아가 들어있는 1.5ml eppendorf tube 를 액체질소탱크에서 꺼낸 후 

해동을 위해 15 분간 실온에 보관하였다. 이후 1.5ml eppendorf tube 에 

0.5mol/L 아세트산 150μl 을 넣고 30 분간 중탕(double boiling)을 시행했다. 

그리고 나서 발거된 치아가 들어있는 eppendorf tube 를 45 분간 3500rpm 으로 

원심분리를 시행했다. 이 과정은 Caviedes-Bucheli J 의 실험 연구에서 [6, 22, 

23] 시행한 프로토콜을 참고로 했다. 

원심분리를 시행한 후 상층액(supernatant) 50μl 을 따서 연속희석(serial 

dilution)을 통해 1/32 농도로 희석했다. 이 희석 농도는 실험군, 대조군에서 

발생되는 SP 의 차이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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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의 정량적 분석은 경쟁효소 면역분석키트(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 (             KGE007, R&D Systems Inc., USA)를 사용했고, 제조사의 

지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50μl 를 항체가 코팅 되어있는 96-well plate 에 

넣었고, 모든 샘플은 duplication 해서 분석했다. 각 샘플의 흡광도는 

spectrophotometer(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reader, 

                , BIO-RAD,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450-570nm 으로 

파장보정(wavelength correction)을 시행해서 Optical Density(OD)값을 읽었다.  

Duplication 을 시행한 각 샘플의 OD 값을 평균 내서 여기에 NSB OD 값을 

뺐다. 이 실험키트 원리상 샘플 내 SP 의 농도에 반비례해서 발색이 되므로 1 에 

이 값을 뺐고, 이를 blank OD(B) 값으로 나누어서 백분율을 계산했다.  

  

                   )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실험군과 대조군 값을 바탕으로, 실험군의 값을 대조군의 

값으로 나눈 ratio 를 구했다. 

 

Ratio (%) = 
실험군   )

대조군   )
 X 100 

 

4. 통계처리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발현되는 SP 값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PSS 

소프트웨어 (Version 18.0; SPSS, Chicago, IL, USA)를 사용해서 통계처리를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일한 종의 쥐(S-D rat, 8 주, male)을 사용했고,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으므로 paired-t test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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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1일군 (5 마리) 

 

총 5 마리 중 3 마리에서,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상악 좌측 

제 1 대구치)에 비해 치수강 개방을 하고 치수강 내를 파일로 자극을 준 

실험군(상악 우측 제 1 대구치)에서 SP 가 적게 검출되었다. 반대로, 2 마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SP 가 더 증가하였다 (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값이 동등하게 나온 값인 1 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5 번 쥐에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실험군/대조군 비율이 0.33 으로 실험군에서 SP 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실험군/대조군 비율을 보면, 2 번 쥐에서 0.97, 3 번 쥐에서 

0.64 로 실험군에서 SP 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 4 번 쥐에서는 각각 

1.03 과 1.05 으로 실험군에서 SP 가 약간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각의 표준편차를 보면 실험군은 약 22.43%, 대조군은 

16.10%으로 대조군에서 더 고른 값을 나타내었다 (표 2). 평균값으로 볼 때 

대조군(49.54%)보다 치수강 개방을 하고 치수자극을 시행한 실험군 (40.20%)에서 

SP 가 더 적게 나왔다 (그림 2). 따라서 실험군의 값을 대조군의 값으로 나눈 

비를 계산해보면 81.1%이고, 이는 실험군의 평균값이 대조군의 81.1%라는 

의미이다. P value 는 0.210 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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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 값 및 그 차이와 비. 

 

 

Ratio: 실험군을 대조군으로 나눈 값  

 

 

 

 

 

 

그림 1. 실험군을 대조군으로 나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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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number 실험군 (%) 대조군 (%) Ratio (%) 

① 59.73 57.92 103 

② 67.23 69.04 97 

③ 32.59 50.85 64 

④ 27.2   26.03 105 

⑤ 14.24 43.86 33 

Specim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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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군

대조군
 X 100 (%) = 81.1 % 

 

 

 

 

 

 

 

 

그림2.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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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22.43 16.1 

   

0

10

20

30

40

50

60

실험군 대조군 

(%) 



 

10 

2. 2일군 (12마리) 

 

총 12 마리 중 10 마리에서,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상악 좌측 

제 1 대구치)에 비해 치수강 개방을 하고 치수강 내를 파일로 자극을 준 

실험군(상악 우측 제 1 대구치)에서 SP 가 적게 검출되었다. 반대로, 2 마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SP 가 더 증가하였다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값이 동등하게 나온 값인 1 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8 번 쥐에서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실험군/대조군 비율이 0.51 로 실험군에서 절반 정도 SP 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실험군/대조군 비율을 보면, 4 번, 5 번 쥐에서는 각각 

0.72, 0.77 이 나왔고, 7 번에서는 0.83 이 나왔고, 3 번, 9 번에서는 1.05, 1.04 가 

나왔고, 나머지에서는 0.9 대의 값이 나왔다. 비율의 값에 따른 개체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즉, 0.9-1.0 사이가 가장 많았고, 6 마리로 전체 

표본 12 마리 중 절반을 차지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을 보면, 실험군의 

경우는 47.72%(SD: 16.85), 대조군의 경우는 52.38%(SD: 14.11)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험군에서 SP 가 더 적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각각의 표준편차를 보면 실험군은 약 16.85%, 대조군은 14.11%로 대조군에서 

더 고른 값을 나타내었다. 평균값으로 볼 때 대조군(52.38%)보다 치수강 개방을 

하고 치수자극을 시행한 실험군(47.72%)에서 SP 가 더 적게 나왔다 (그림 5). 

따라서 실험군의 값을 대조군의 값으로 나눈 비를 계산해보면 91.1%이고, 이는 

실험군의 평균값이 대조군의 91.1%라는 의미이다. P value 는 0.053 으로 두 군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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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결과값 및 그 차이와 비 

 

 

Ratio: 실험군을 대조군으로 나눈 값  

 

 

 
 
그림3. 실험군을 대조군으로 나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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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0.19 73.88 95 

② 69.47 72.13 96 

③ 71.10 67.78 105 

④ 17.16   23.76 72 

⑤ 46.76   60.44 77 

⑥ 45.84   47.76 96 

⑦ 37.38   45.04 83 

⑧ 24.53   47.71 51 

⑨ 46.2   44.23 104 

⑩ 47.26   47.76 99 

⑪ 46.02   46.87 98 

⑫ 50.75 51.19 99 

Specimen No. 



 

12 

 

 

 
 

 

그림4. 실험군/대조군 값의 개체 수 분포 

 

 

 

 

 

표4.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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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p=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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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총 17 마리 S-D rat 에 대해 치수손상 시 SP 발현 정도의 

변화에 대해 평가 및 관찰하였다. 1 일 희생군(n=5)의 데이터에서는 총 5 마리 중 

3 마리에서 SP 의 양이 감소했다. 실험군을 대조군으로 나눈 ratio 를 보면, 각각 

0.97, 0.64, 0.33 으로 두 값(0.64, 0.33)에서는 실험군에서의 SP 값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두 마리에서의 ratio 는 1.03, 1.05 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값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5 마리의 평균값을 보면, 

실험군(40.2%)이 대조군(49.54%)보다 적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p=0.21). 2 일 희생군(n=12)에서는 총 12 마리 중 2 마리를 

제외하고는 실험군에서 SP 의 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10 마리 중 6 마리에서 실험군/대조군의 값이 0.9-1.0 사이로 거의 

같은 값을 보였고,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2 마리에서의 값도 1.0-1.1 으로 거의 

같은 값을 보였다. 나머지 4 마리에서는 비율이 0.9 이하의 값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12 마리의 평균값을 보면, 실험군(47.72%)이 대조군(52.38%)보다 적게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는 없었다 (p=0.053). 즉, 치수강을 

개방하고 교합면을 기준으로 2mm 정도 파일을 넣고 자극을 줘서 희생한 경우 

치아에서 발현된 SP 의 양은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치아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치아에 외적 자극을 준 뒤 발현되는 SP 에 대해 고찰한 논문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쥐 치아에 자극을 주었을 경우 신경펩티드(neuropeptide)가 

증가한다는 논문 결과가 있는데, Taylor 등에 의하면 [24], S-D rat 을 대상으로 

상아질쪽에 0.5mm 정도 와동을 형성하고, 1, 4, 6, 7, 10, 11, 21 일 후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CGRP)의 발현 정도를 관찰한 실험을 했다. 이 때 

CGRP 는 1 일째부터 증가해서 4 일 후에 최대로 발현이 되고, 6 에서 10 일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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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감소한 후, 21 일째는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슷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했다. 

다른 실험으로, Khayat 등은 [25], 쥐 치아에 중등도의 자극을 줘서 실험을 

했는데, S-D rat 을 대상으로 25 배 현미경 하에서 치수노출이 될 때까지만 

대구치의 교합면에 카바이드 원형 바로 와동 형성을 해서 1, 5, 8, 11, 14, 

21 일째 각각 CGRP 발현여부를 관찰했다. 그 결과 1 일째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 유의차가 없었지만 나머지에서는 실험군에서 유의차 있게 CGRP 의 발현이 

증가했다. 

위의 두 실험에서는 쥐 치아에 외적 자극을 주었을 경우 신경펩티드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 논문에서는 치수노출 없이 상아질에 경도의 

자극(0.5mm 깊이의 와동 형성)만을 주었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치수가 노출될 

때까지만 와동을 형성한 것이라 이번 실험과는 실험조건이 상이하다. 

반면, Kimberly 등에 의하면, 주수하지 않고 카바이드 원형 바를 사용해서 

rat 의 치수를 노출시킨 후 SP 발현 정도에 대해 관찰했는데, 0.1-0.2mm 의 

치수가 손상된 경우 치수 손상이 최소인 경우에 비해 24 시간째에서 더 많은 

CGRP-IR 섬유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만약, 치수 손상이 최소일 경우, 

CGRP-IR 섬유는 치수각까지 확장된(extended up)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짧은 생존기간(24 시간, 3 일)동안에서는 신경섬유들이 감소하거나, 병소 

경계를 따라 발아(sprouting)하면서 치수의 중심부위로 다발(bundle)을 형성하게 되고, 

6 일째에는 치수괴사와 급성염증이 진행됨에 따라 신경펩티드 (neuropeptide)가 

광범위하게 발아(sprouting)하게 되고, 35 일째에는 완전괴사가 일어나 

치아주변조직까지 신경펩티드(neuropeptide)가 발아 (sprouting)하게 된다고 

했다 [21]. 즉, 0.1-0.2mm 의 치수가 손상되었을 경우 짧은 생존기간(24 시간, 

3 일)에는 SP 와 같은 신경펩티드(neuropeptide)가 감소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6 

위와 같은 면역조직화학 염색법(immunohistochemical staining)을 통해 

신경펩티드(neuropeptide) 발현 정도를 파악한 Byers 그룹과는 달리, Grutzner 

등은 비슷한 실험을 방사면역측정법(radioimmunoassay)으로 측정하였다. S-D 

rat 을 대상으로, 교합면에 1 급 와동을 형성해서 쥐의 치수를 노출시킨 것을 실험 

군으로 해서, 치주인대에서의 SP 발현에 대해 10 일간 관찰한 결과, 3 일째에는 

처음에 비해 치주인대에서 SP 가 88% 감소했고, 5 일째는 처음에 비해 94.2% 

감소했다. 이후 SP 의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10 일째 결과를 

보면 SP 가 처음에 비해 88.3% 감소한 양으로 회복된 양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쥐 치아에 치수노출의 자극을 주었을 때 치주인대에서의 SP 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반면, Caviedes-Bucheli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아에 다양한 방법의 자극을 

주었을 경우 발현되는 SP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교정 목적으로 발거할 치아의 

교합면에 레진 블록을 쌓고 30 분간 씹도록 해서 교합면에 자극을 가했을 경우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교합면 자극을 가한 군에서 SP 의 

발현 정도가 치수에서는 45%, 치주인대에서는 120% 증가함을 보였다 [26]. 

같은 그룹의 연구에서, 발수와 근관 확대를 했을 경우 SP 발현여부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 교정 목적으로 발거할 치아에, NITI, 수동 파일 기구조작(Hand 

file instrumentation)으로 발수 및 근관 확대를 하고 발치 후 치주인대를 

확보해서 SP 의 발현 정도를 보았는데 아무 처치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 

유의차 있게 증가된 양상을 보였다 [27]. 

이번 연구에서는 S-D rat 에 대해, 치수강 개방을 하고 치수에 자극을 준 

실험군에서 SP 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련된 이전 논문들의 실험과 몇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쥐 치아에서 SP 발현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치수가 노출되는 수준까지만 자극을 가했던 이전 논문과는 달리 치수강 개방 후 

치수강 내를 파일로 자극하였다. 둘째로는, 치아에서 발현된 SP 를 검출하기 위해 

잔존 치수를 추출하거나 치근 옆에 붙어있는 치주인대세포를 따로 채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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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치아를 통째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이번 실험에서 치수강 개방 후 치수에 

자극을 준 실험군 치아에서 SP 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 치수 측면과 치주인대 

측면에서 각각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치수측면에서 보면, 파일링(filing)을 시행하게 되면 치수강 내 치수가 

손상을 입게 된다. Kimberly 등에 의하면, 쥐 치아에서 0.1-0.2mm 의 치수가 

손상을 입은 경우, 신경섬유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손상된 부분은 다음의 

3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했다: 1) 치면에 있는 조직파편(tissue debris) 2) 

백혈구가 발견되는 엷은 층(pale zone) 3) 비정상적인 CGRP-IR 섬유를 

포함하는 인접 층(adjacent zone) [21]. 이번 실험의 경우 교합면에서 2mm 

정도로 파일링(filing)을 시행했으므로 결과적으로 1mm 정도의 치수가 손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1, 2 일 후 희생 및 발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치수가 

절단되면서 일시적으로 치주인대주위의 SP 발현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 (3-14 일)의 변화양상을 측정해 보는 것이 향후 실험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치주인대 측면에서 보면, 실험군에서 SP 가 치주인대에서도 

감소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기전을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신경섬유말단에 위치한 저장된 수포(stored vesicle)로부터 펩티드의 방출이 

증가되었을 수 있다 [20]. 예를 들면, 하치조신경의 전기자극 시 SP 를 방출하게 

되고, 이는 치수에 포함된 SP 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28]. 두 번째로,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에 위치한 세포체(cell body)에서 신경펩티드 

(neuropeptide) 합성이 저해되거나, 신경섬유를 통한 신경펩티드의 운송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20]. 

이번 연구에서 한계점은, 쥐의 치아에 자극을 주었을 때 치주인대에서 발현되는 

SP 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치아 크기가 작고(교합면에서 

치근첨까지 4-5mm) 치근이 5 개로 갈라져 있어서 치주인대만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치아를 발거해서 통째로 0.5mol/L 아세트산에 넣어 중탕 후 



 

18 

상층액 50μl 를 사용했다. 이번 실험은 기존의 다른 연구방법-쥐를 희생시켜서 

면역염색을 하거나, 먼저 고정시키고 뼈를 제거하고 치주조직을 얻어내는 방법-

에 비해 발치를 한 조직으로 ELISA 를 시행한 것으로, 발치의 기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다수의 샘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경우, 다른 논문들에서 검증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발거하고 샘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치수조직이 

샘플에 포함되는 등)에 의한 오차가 생겼을 수 있다. 

이전의 여러 논문들에서, 치수각의 끝부분이 노출 되었거나 [25], 치수가 0.1-

0.2mm 노출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점을 설정하고 실험을 진행한 것과는 

달리 [21], 이번 실험에서는 #1/2 카바이드 원형 바로 치수강 개방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을 수 있다. 그리고 1 일, 2 일 희생 데이터만 

있어서 치수노출 및 자극 후 치수괴사가 완전히 일어날 경우 SP 발현 정도에 

대해 알아보지 못한 것과, 더 많은 N 수로 발현양상에 대해 관찰하지 못한 점 

역시 이번 실험의 한계이다. 본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Grutzner 등의 [20] 

연구와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Caviedes-

Bucheli 의 실험결과와는 [26]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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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번 실험에서는 쥐의 치아에 치수강 개방후 K-file 로 자극을 주었을 경우 

치아에서 방출되는 SP 의 양을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 일 후 희생: 실험군의 평균값이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p=0.21).  

2. 2 일 후 희생: 실험군의 평균값이 대조군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 실험군의 값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p=0.053). 

 

즉, 쥐의 치아에 자극을 주고 1, 2 일 후 치아에서 방출되는 SP 의 값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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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analysis of substance P in rat periodontal ligament 

following pulpal injury 

 

Jae-Hoon Jung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Young Jung, DDS, MSD, Ph.D.) 

  

 

Purpos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ubstance P (SP) 

expression in rat PDL following pulpal injury.  

 

Material and methods : A total of 17 adult male Sprague-Dawely rats (8 weeks) 

was studied in this study. The right maxillary first molar was served for the 

experiment. With a high speed dental drill, the pulp chamber was opened and 

irritated with a K-file. The left maxillary first molar was served as a control. 

Following survival periods of 1 day and 2 days, the rats were deeply 

anesthetized and sacrificed. Then, teeth were extracted and stored in 1.5ml 

eppendorf tubes at -130°C nitrogen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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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day, by adding 0.5 mol/L acetic acid to 1.5ml eppendorf tube and 

double-boiling in a thermostat bath for extract of SP from the specimen. 

Quantitative analysis of SP was determined by 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 (           , KGE007, R&D Systems Inc., USA).  

 

Results :  

1-day sam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three of five rats, less SP was 

detected than control groups. On the contrary, more SP was detec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in two rats. Set the blank optical 

density(OD) value as 100%, the mean value of SP is 40.20%(SD: 22.43) in 

experimental group, 49.54%(SD: 16.10)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mean percentage value of the experimental value divided by the control value 

is 81.1%.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p=0.210). 

2-day sample: Ten of twelve rats, less SP was detec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On the contrary, more SP was detected in two 

rats of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SP levels of the control. 

Set the blank optical density(OD) value as 100%, the mean value of SP is 

47.72%(SD: 16.85) in experimental group, 52.38%(SD: 14.11) in control group. 

Therefore, the mean percentage value of the experimental value divided by 

the control value is 91.1%.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p=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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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After one day of pulp exposure and irritation, there was no 

obvious changing patterns in SP level. After two days, SP level tended to 

decrease. However, this value does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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