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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Mineral trioxide aggregate(MTA)는 밀폐능이 우수하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치근단 충전재료로 널리 쓰인다. 하지만 조작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임상에서 적용할 때 불편감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 앞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MTA 를 증류수가 아닌 polyvinyl alcohol(PVA) 수용액으로 혼합하여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물리적인 성질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VA 와 

혼합한 MTA 가 증류수에 혼합한 MTA 에 비하여 생물학적 물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의 PVA 수용액을 제조한 후, MTA 와 혼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증류수와 혼합한 MTA 와 세포독성, 경조직 형성능, 경화 시 pH 변화를 

비교하였다. 세포는 사람의 치수유래세포를 이용하였다. 

먼저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포 배양 1 일과 7 일차에 MTT[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 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PVA 와 혼합한 MTA 는 증류수와 혼합한 

MTA 와 비교했을 때 세포독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경조직 형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세포 배양 `1 일과 4 일 차에 경화 

관련 유전자인 Alkaline phosphatase(ALP), Bone sialoprotein(BSP), 

Osteocalcin (OCN)에 대해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을 수행하였는데, PVA 와 MTA 를 혼합한 시편의 

ALP gene 발현량이 더 많았고 나머지 두 유전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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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시 pH 변화는 증류수와 혼합한 MTA 의 pH 값은 11.1-12.3 인 

반면, PVA와 혼합한 MTA에서는 9.9-10.7로 PVA와 혼합 시 pH값이 

감소하였다. 

 

주요어 : MTA, PVA, 세포독성, 경조직 형성능, pH 

학번 : 2011-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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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Mineral trioxide aggregate(MTA)는 트리칼슘 실리케이트 (tricalcium 

silicate), 트리칼슘 알루미네이트(tricalcium aluminate), 트리칼슘 

옥사이드(tricalcium oxide), 실리케이트 옥사이드(silicate oxide)가 

주성분으로 1990 년대 초반에 Torabinejad 가 개발하여 여러 근관 치료 

분야인 천공 수복, 치근단 충전, 치수복조, 근첨형성술, 유구치 치수절단술, 

근관 충전 등의 술식에서 사용되고 있다[1,2]. 

MTA 는 우수한 밀폐능력을 가지고 있어 치근관과 치아 외부와의 

개통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며, 다른 재료에 비해 경화 후 세포 독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1,3,4]. 또한 MTA 는 

세포활성 특성을 가진 재료로써 치근단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결정을 형성하는 경조직 형성능을 가진다 

[3,4,5]. MTA의 높은 pH는 항균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6]. 

반면에 MTA 의 몇 가지 단점들도 보고되었다. MTA 를 오랜 시간 

충전재로 사용할 경우 치아의 변색을 초래하며 재신경치료시 제거가 

어렵다[3]. 특히 조작성이 좋지 않다는 것은 MTA 의 주요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MTA 는 초기경화시간이 길어 물에 쉽게 씻겨 나가며 

점도가 낮아 충전 시에 많은 불편감을 초래한다[6]. 또한 MTA 를 적용할 

때에 혼합 후 몇 분간 방치하게 되면 물의 증발로 농도를 유지하기 

힘들며, 분액비가 변화함에 따라 물성도 변하게 된다[2].  

이렇듯 조작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락트산 글루콘산 칼슘(calcium lactate gluconate) 용액을 

MTA 유사 시멘트와 혼합하면 경화시간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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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K-Y 젤리, 5% 염화칼슘 (calcium 

chloride)을 추가하여 경화시간을 20 분으로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7]. 하지만 이 경우에 압축강도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Ber 등은 메틸 셀룰로오스나 염화칼슘을 첨가해 조작성을 개선하는 방법 

을 보고하였다 [8].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조작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가 부족했으며 물리적 성질뿐만 아니라 생물학정 성질에 대한 평가가 

불충분했다 

본 연구에 앞서 MTA 의 조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류수가 아닌 

polyvinyl alcohol(PVA) 수용액으로 MTA 를 혼합하여 물리적인 성질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다[2]. 3%와 5% 농도의 PVA 수용액에 MTA 를 

혼합하여 각각에 대해 조작성, 초기경화시간, 압축강도, 미세구조와 상을 

평가한 결과, PVA 용액을 이용하여 MTA 를 혼합하였을 때 조작성이 

향상되었고 결정상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압축강도는 다소 감소되었고 

초기 경화 시간은 지연되었다. 

하지만 PVA 를 MTA 와 혼합하였을 때의 생물학적 성질을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 의 

생물학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해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측정하고 경조직 

형성능력 및 MTA 가 경화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pH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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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실험용PVA MTA 제작 

PVA 파우더(molecular weight range = 146,000 ~ 186,000 g/mol, 

degree of hydrolysis < 99.0%;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계량해서 증류수에 넣고, 80℃ 온수조에서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혼합하여 3% PVA 용액을 제작하였다.  

MTA(ProRoot MTA; Dentsply Co., Tulsa, OK, USA)를 제조사의 

권고와 동일한 3:1의 혼수비로 증류수와 혼합하여 시편(Group 1)을 제작 

하였고 3% PVA 용액과는 1:3의 분액비로 혼합하였다(Group  2). 

 

2. 세포배양조건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치수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18~22 세 성인의 

제 3 대구치로부터 분리한 치수조직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typeⅠ 

collagenase(3mg/mL; Sigma Aldrich Co.)와 dispase(4mg/mL; Sigma 

Aldrich Co.)의 혼합용액에 넣고 37℃에서 30-60 분간 두었다. 그 후 

70-mm cell strainer (Becton/Dickinson Co., Franlklin Lakes, NJ, 

USA)로 현탁액을 걸러 single cell suspension 을 얻었다. single cell 

suspension은 a-MEM (a-minimum essential medium;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에 15%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Life Technologies Inc., Gaithersburg, MD, USA), 0.292mg/mL 

glutamine (Invitrogen Co.), 100 units/mL penicillin G, 100mg/mL 

streptomycin, 50mg/mL ascorbic acid(Sigma Aldrich Co.)를 첨가해 

만든 배양액이 들어있는 35-60mm 배양 접시에 옮겼다. 그리고 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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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를 포함한 가습 환경에서 배양하였고 세포분열 3 단계와 4 단계 

사이의 세포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3. 세포독성검사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 를 수행하였다. 

증류수 또는 3% PVA 와 각각 혼합한 MTA 를 멸균 처리한 내경 5mm, 

두께 1mm의 주조링에 넣고 상온, 97-98% 습도에 3시간 두었다. 그 후 

transwell insert에 넣어 24-well plate에 넣은 치수세포(2 105/well의 

농도)와 함께 배양하였다. 빈 튜브를 transwell insert 에 넣어 대조군 

(control group)을 만들었다. 배양 후 1 일과 7 일에 MTT assay kit 로 

세포활성을 평가하였다. 치수세포들을 5.7mol/L MTT 용액에서 4 시간 

배양한 후 dimethyl sulfoxide 용액(200-1L quantity)을 첨가하여 

10 분간 상온에서 흔들어 formazan 결정이 분산되도록 하였다.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에 대해 ELISA plate reader (PowerWave X 

340;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해 

595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TT assay는 4번씩 수행되었다. 

 

4. 경조직 형성능 평가  

경조직 형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quantitative RT-PCR)을 시행하였다. 앞서 세포독성 

검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류수와 혼합한 MTA 와 3% PVA 

용액과 혼합한 MTA 를 transwell insert 에 넣고 치수세포를 배양하였다. 

1 일과 4 일이 되었을 때 Trizol reagent(Life Technologies In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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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total RNA 를 세포로부터 분리하였고 

DNase Ⅰ(RNasefree, RQ1; Promega, Madison, WI, USA) 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Omniscript RT kit(Qiagen Inc., Valencia, CA, 

USA)로 1  의 total RNA 로부터 oligo-dT primer 를 갖는 cDNA 를 

만들었다. Quantitative RT-PCR 분석은 SsoFast Evagreen Supermix 

(BioRad, 172-5200)으로 39 회 cycle 수행하였다. denaturing 과정은 

98℃에서 10 초, anealing 과정은 60℃에서 15 초, extension 과정은 

75℃에서 10 초 동안 이루어졌다. 발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유전자는 

alkaline phosphatase(ALP)와 bone sialoprotein (BSP)과 osteocalcin 

(OCN)으로 이에 대한 fold change 값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에 대해 정규화하였다. 실험은 3 번씩 반복하였으며   

RT-PCR에 사용된 primer 서열은 Table 1과 같다. 

 

5. pH측정 

MTA 경화 후 시간경과에 따른 pH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증류

수와 혼합한 MTA 와 PVA 와 혼합한 MTA 를 각각 1mm 두께와 5mm

의 직경을 갖는 파라핀 왁스 몰드에 주입한 후 상온, 97-98% 습도에서 

경화시켰다. 이후, 10mL 의 증류수에 경화된 재료들을 넣고 pH meter 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pH는 혼합 후 1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1

일, 2일, 3일, 7일이 경과하였을 때 3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6. 데이터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독립표본 t-test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Turkey test 로 사후 검정하였다.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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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Window 용 SPSS 21.0 statistics(IBM Co.,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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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세포독성 

1일이 지난 후의 MTT assay 결과, 대조군을 100으로 했을 때 Group 

1 과 Group 2 의 흡광도 비율은 각각 84.39 ±4.90 와 85.72±6.96 

이었다. 이 2 개의 실험군은 대조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Table 2). 7일이 지난 후의 결과를 보면 Group 1과 Group 2의 흡광도 

비율은 각각 87.27±9.00 와 77.76±4.70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값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2. 경조직 형성능 

 1) ALP expression 

1일이 지난 후의 fold change 값을 보면, Group 1은 1.47±0.02이고 

Group 2 는 1.54±0.04 였다.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p < 0.05). 

4 일이 지난 후의 fold change 값 또한 2 개의 실험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Group 1은 0.80±0.09이고 Group 2 

는 1.39±0.09으로 역시 Group 2가 더 높게 나왔다(Figure 1(A)).  

 2) BSP expression 

각각의 시료 처리를 처리하고 세포를 배양한지 1일이 지났을 때, Group 

1의 BSP fold change는 0.74±0.08 였고 Group 2는 1.11±0.07였다. 

그리고 4 일 후에는 각각 0.96±0.24 와 0.91±0.12 였다. 1 일 후의 



8 

 

Group 1 의 fold change 값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p < 0.05)(Figure 1(B)). 

 3) OCN expression 

1 일 후와 4 일 후의 OCN gene 에 대한 fold change 값은 2 개의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05)(Figure 1(C)). 

 

3. pH 

경화 시 pH 변화 양상은 Figure 2 과 같다. PVA 와 혼합한 MTA 는 

증류수와 혼합한 MTA 에 비해서 경화 시 pH 가 낮게 측정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Group 1 은 전체적으로 pH 가 증가하였으나 Group 2 는 

좁은 구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Group 1 은 pH 값이 

11.1-12.3의 범위였고 Group 2는 9.9-10.7의 범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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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PVA 는 산업, 상업, 의료, 식품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합성 

중합체로써 구강에 사용하여도 해가 없고 분자량과 친수성 때문에 

접착성의 성질을 갖는다[9]. 이전의 연구에서는 MTA 를 PVA 수용액과 

혼합시켜 조작성의 향상을 확인하고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 평가하였다.  

PVA 를 완전 가수분해하여 수용액을 제조한 뒤 MTA 와 혼합하였을 때, 

3%-5% PVA 농도에서 기존 MTA 에 비해 조작성이 향상되었다[2]. 

하지만 PVA 와 혼합한 MTA 가 실제로 임상에 이용될 수 있으려면 

조작성 이외의 성질들이 기존의 MTA 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향상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VA 와 혼합한 

MTA 의 생물학적 성질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포에 미치는 

독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경화 시 pH 값은 감소하였다. 또한 

ALP gene이 기존의 MTA에 비하여 높게 발현되었다.  

MTT assay 결과를 보면 Group 1 과 Group 2 의 흡광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Group`1 과 Group 2 모두 치수세포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흡광도 값이 감소하였으므로 치수세포의 

활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group 이 서로에 

대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치수세포에 미치는 독성은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Claudia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세포활성도가 50% 

이상일 때 생체적합성을 갖는다고 하였다[10]. 따라서 PVA 와 혼합한 

MTA 는 생체적합성을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MTA 를 

적용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포활성 감소가 

나타난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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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MTA 를 용매와 혼합하여 초기경화를 시킨 다음 즉시 MTT 

assay 를 시행하였다. MTA 를 용매와 혼합한 직후에는 pH 값이 높아 

세포와 medium protein 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세포 독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MTA 가 경화됨에 따라 줄어드는데, 실제로 MTA 를 2 주 

동안 완전히 경화시킨 후 MTT assay를 시행하면 혼합 직후 assay를 한 

것보다 세포 활성이 크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11]. 더욱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세포가 사람의 치아에서 곧장 얻어낸 치수세포였다는 

것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야 하는 세포 독성 실험의 경우, 살아있는 생물에게서 곧장 얻은 

정상적인 세포(primary cell)를 이용하거나 암세포 혹은 암세포로 

형질전환 시킨 세포(cell line)를 이용할 수 있다. primary cell 은 해당 

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어 몇 세대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반면 cell line 은 끊임없이 분열을 할 수 있다. 근관 치료 

분야에 사용되는 치과재료가 주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때는 이 두 가지 세포 중에서 primary cell 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primary cell 은 cell line 보다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따라서 

치과재료가 미치는 독성의 영향도 primary cell 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primary cell 을 이용한 경우 cell line 을 이용하여 MTT 

assay를 한 연구들보다 세포 활성이 낮게 나올 수 있다[12].   

다음으로 배양 1 일차의 RT-PCR 결과를 보면, Group 2 가 Group 

1 보다 ALP gene 의 발현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ALP(Alkaline 

phosphatase)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골형성 표지자 중 하나로 주로 

조골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효소이다. ALP 는 osteoid 가 형성되고 

골기질에서 무기질화가 일어날 때 작용하는 효소로 알칼리 환경에서 

무기질화를 억제하는 pyrophosphate 를 분해시킨다. ALP gene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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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가 길어 골형성 표지자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3-15]. 

따라서 Group 1 과 Group 2 를 처리했을 때 치수세포의 ALP gene 

발현량이 1(대조군의 값)보다 크다는 것은 MTA 에 의해 경조직 형성이 

촉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Group 2 의 ALP gene 발현량이 Group 

1 보다 증가된 것은 그만큼 Group 2 의 경조직 형성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암시한다. 배양 4 일차의 결과를 보면 1 일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Group 2의 ALP 발현량이 Group 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BSP 와 OCN gene 의 발현량에서는 두 실험군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BSP(bone sialoprotein)는 골기질의 5-10%를 차지 

하는 당화-인산화 단백질로 뼈, 백악질, 상아질, 골화 된 연골에서 주로 

발견된다. BSP 는 활성화된 조골세포에서 발현되어 골 형성 시 

hydroxyapatite crystal 의 형성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hydroxyapatite nucleation). 즉 빠르게 골이 형성되는 곳에서 BSP 는 

높게 발현 된다 [16,17]. OCN(osteocalcin)도 역시 골 형성 시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며 hydroxyapatite 에 부착하는 골 특이 단백질이다. 

OCN 는 glutamic acid 의 γ-carboxylation 을 통해 무기질의 흡착을 

유도한다[18].  

PVA 를 첨가한 MTA 의 경화 시 pH 값은 증류수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증류수와 혼합한 MTA 는 pH 값이 11-12 의 범위였으나 3%  

PVA 와 혼합한 경우는 이보다 2 정도 작게 나왔다. PVA 의 pH 값은 

5.0-6.5(5%PVA 기준)로 증류수보다 약간 더 산성을 띠기 때문에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pH 값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19]. 하지만 그 감소량이 크지는 않아 Group 1 이나 Group 2 

모두 경화 시 염기성을 띤다. 이런 염기성 덕분에 향균작용이 일어나 

치근단 충전 시 유리하지만 오히려 pH 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세포 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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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20-21]. Figure 3 에서, 증류수와 혼합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pH 값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PVA 와 

혼합한 경우에는 좁은 범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PVA 용액을 이용하면 증류수와 혼합한 MTA 보다 경화 

시 pH 값이 다소 작아지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적어 세포 대사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PVA 와 MTA 의 혼합이 치수세포에서 경조직 형성능을 촉진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PVA 와 혼합한 MTA 와 증류수와 

혼합한 MTA를 비교해볼 때 생체적합성은 유사하고 pH는 차이가 나므로 

pH 의 변화가 경조직 형성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pH 와 경조직 형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생물학적 성질들을 평가하는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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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PVA 와 혼합한 MTA 는 증류수와 혼합한 MTA 와 

비교했을 때 생체적합성에 있어 차이가 없고 경화 시 pH 값은 감소하였다. 

또한 ALP 의 발현량은 증가하였고 BSP 와 OCN 의 발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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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each marker gene for RT-PCR analysis 

Target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Product   

size(bp) 

Melt 

Temp(℃) 

hALP CAACCCTGGG GAGGAGAC GCATTGGTGT TGTACGTCTTG 77 - 

hBSP GAATGGCCTG TGCTTTCTCAA TCGGATGAGT CACTACTGCCC 168 78.80 

hOCN GTCTAGGGTGTCGCTCTGCTG GCCCACAGATTCCTCTTCTG 167 86.80 

GAPDH ACCAGGTGGTCTCCTCTGAC TGCTGTAGCCAAATTCGTTG 200 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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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TT assay results of control group, MTA mixed with DW 

(Group 1), and MTA mixed with 3%PVA(Group 2). Absorbance is 

obtained at 595nm wavelength and presented as the percentage ratio to 

the control group. 

Group 1D 7D 

Control group 100±5.85 a 100±8.06 a 

Group 1 84.39±4.90 b 87.27±9.00 a or b 

Group 2 85.72±6.96 b 77.76±4.70 b 

The sample size is 4 and unit is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raw (
a
 or

 b
)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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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s of MTA mixed with 3%PVA(Group 2) on the 

expression of odontogenic differentiation marker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p < 0.05) when 

compared to MTA mixed with DW(Group 1). (A) Alkaline phosphatase 

expression (B) Bone sialoprotein expression (C) Osteocalci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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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H change of MTA mixed with DW(Group 1) and MTA  

mixed with PVA(Group2).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p < 0.05) when 

compared to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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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valuation of the Biological 

Properties of Mineral trioxide 

aggregate mixed with Polyvinyl 

alcohol solution 

 

Yoojin Jung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has excellent sealing ability and 

biocompatibility.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ous properties, MTA 

is widely used as a root end filling material. But it has a critical 

disadvantage at handling properties and it is not convenient when 

applied in clinical area. That is why there have been a lot of efforts to 

improve its handling properties. In the previous study, polyvinyl 

alcohol(PVA; molecular weight range = 146,000~186,000 g/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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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ous solution replaced distilled water as the MTA mixing agent in 

order to enhance handling properties and its effects on physical 

properties were examined. The aim of this study as a follow-up 

research was to examine effects of PVA solution on biological 

properties of MTA.  

3% PVA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were utilized as mixing agents. 

We examined biological properties of MTA mixed with PVA solution, 

including cytotoxicity, apatite-forming ability, and pH change during 

setting time and compared these properties with MTA mixed with 

distilled water. The human dental pulp cells were used in cytotoxicity 

and apatite-forming ability tests.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assay was performed to assess cytotoxicity on days 1 and 7. 

As 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ytotoxicity between MTA mixed with PVA solution and with distilled 

water.    

The expression of mineralization-related genes, including alkaline 

phosphatase(ALP), Bon sialoprotein(BSP) and Osteocalcin(OCN), 

was detected on days 1 and 4 by a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MTA mixed with PVA solution up-regulated 

ALP messenger RNA expression but it did not affect on BSP and OCN 

mRNA expression. 

 Finally, pH change was measured during setting time using pH 

meter. The range of pH value measured was 11.-12.3 in the case of 

distilled water and 9.9-10.7 in the case of PVA solution.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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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pH value was decreased when MTA is mixed with PVA 

solution.   

Keywords : MTA, PVA, cytotoxicity, apatite forming ability,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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