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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 록)

1.목

치과용 미백제의 주요 활성물질인 과산화수소는 구강세포에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하여 세포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치수세포는 치수강을 통

하여 과산화수소에 노출될 험이 있다. 한 치수세포는 진계 상아질

착제 수복 재료에서 유출되는 미 합 진 단량체에 노출될 험성

이 항상 존재한다.치수세포는 3차 상아질의 형성에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과산화수소 진 단량체 등의 외부 독성 물질에 의해 치

수세포의 기능이 해될 수 있으며,최종 으로 치아의 수명이 감소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노출시간을 달리하여 치수세포

의 생존율을 조사하고,임상에서 사용되는 치아 미백제의 독성 연구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한 진 단량체 에서 유출이 가장 많

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hydroxyethylmethacrylate(HEMA)와

triethyleneglycoldimethacrylate(TEGDMA)의 치수세포 분화 해 정

도를 조사하고,분화 해 기 을 밝히고자 하 다.

2.방 법

다양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로 노출시간을 달리하여 치수세포을 처리하

으며,세포독성은 WST 법 (modifiedMTT 법),치수세포 내 활성산소종

은 2̀,7̀-dichlorofluoresceindiacetate(DCFH-D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비가역 세포사멸을 래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 노출시간을 결

정하 으며,활성산소 측정을 통하여 세포사멸에 한 hydroxylradical의

기여 정도를 조사하 다.치수세포 분화에 한 HEMA TEGDMA의

향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에서 조사하 다.분화에 한

향 평가를 해 alkaline phosphatase (ALP) 활성, dentin

sialophosphoprotein(DSPP),osteocalcin(OCN),osteopontin(ONV)의 발



을 찰하 다. 진 단량체의 분화 해 기 을 조사하기 하여,

ERK1/2,JNK,p38발 변화를 분석하 다.

3.결 과

과산화수소가 치수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과산화

수소의 노출농도와 노출시간이 증가 할수록 세포의 생존율이 하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세포 세척시간이 길수록 세포 생존율이 효과

으로 회복되는 것이 찰되었다.과산화수소에 30분 동안 5mM이하,

60분 동안 2.5mM이하 노출된 치수세포는 세척시간에 따라 세포 생존율

이 회복되는 가역 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그러나 보다 높은 농도에

서 오랜 시간 과산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지 않는 비

가역 인 독성이 나타났다.치수세포 내의 hydroxylradical은 과산화수소

의 노출농도와 노출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Fenton reaction

inhibitor로 알려진 deferoxamine(DFO)과 과산화수소를 함께 처리하 을

때 효과 으로 hydroxylradical이 제거 되었지만,세포의 생존율 회복에

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TEGDMA와 HEMA가 치수세포의 생존율과 ALP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한 결과 단량체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생존율과 ALP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EGDMA는 1mM,HEMA는 4mM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났다.ALP 활성도는 TEGDMA 0.5

mM,HEMA 2mM이상에서 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단량

체들이 제거된 후에도 5일 동안 감소된 치수세포의 ALP활성도가 완

히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찰되었다.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ALP

활성도가 해되는 단량체의 농도 (TEGDMA 0.5mM,HEMA 2mM)를

설정하여 치수세포의 유 자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단량체가 처리

된 치수세포는 분화능과 련된 유 자인 DSPP,OCN,OPN의 발 이 모

두 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esternblot을 통해 단량체가 치수세

포의 분화 해 기 을 조사하 다. 단량체가 처리된 치수세포의



ERK1/2,JNK,p38단백질 발 변화를 찰한 결과 p38이 TEGDMA와

과산화수소에 향을 받는 것이 찰되었다.3시간 동안 TEGDMA 0.5

mM,과산화수소 0.2mM에 노출된 치수세포의 p38단백질 발 이 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통해 TEGDMA가 p38신호 달체계에

변화를 유발하여 최종 으로 치수세포의 분화능 하를 야기한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치수세포,과산화수소, 진 단량체,세포독성,ALP활성도,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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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치수세포에 한 과산화수소의 향

치아미백은 미백성분의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착색 는 변색된 법랑질

을 본연의 색 혹은 그 이상으로 밝고 투명한 색으로 개선해 주는 표

인 심미치료 과정이다.최근 치아미백에 한 수요가 증함에 따라 다양

한 치아미백제가 사용되고 있다.미백방법은 크게 문가미백,일반미백,

생활미백으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용되는 미백제의 종류,시술 기간,미

백 정도가 다양하다.치아미백제의 성분도 카바마이드계 물질 (carbamide

peroxide),과산화수소 (hydrogenperoxide)등으로 구분되지만 구강내에

서 분해되어 최종 으로 미백을 진행하는 주요활성물질은 과산화수소로

동일하다.

치아미백은 치아의 법랑질과 상아질에 착색된 색소를 산화시켜 제거하

는 원리로 진행된다.착색된 색소는 부분 긴 사슬구조형태이므로 미백

과정에서 이 구조를 괴할 수 있는 강력한 산화제가 요구된다.과산화수

소는 구강내에서 분해되어 하이드록시기 (-OH)등의 강력한 산화제를 방

출하기 때문에 재 치아미백에 가장 합한 주요활성물질로 이용되고 있

다.그러나 이러한 산화작용은 색소 외에도 치은 조직이나 정상 치아의

성분을 산화시켜 치주질환,지각과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 한,미백과정 분자량이 작은 과산화수소가 상아세

을 통해 치수조직까지 직 침투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2].과산화수소

는 정상 세포에서도 fentonreaction을 통해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세포 사산물 하나이다.그러나 외부에서 과산화수소가

유입될 경우 세포내 산화스트 스가 유발된다[3].따라서 미백과정 치수

조직까지 과산화수소가 침투할 경우 치수세포에 산화스트 스를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작용하여 치수괴사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가 세포에 미칠 수 있는 향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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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invitro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임상 수 에 용되기에는 한계

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생체내의 치수조직은 invitro연구에 사용되

는 법랑질 디스크 등과는 달리 pulpalfluidpressure가 존재한다.정상 치

수조직은 순환계의 작용으로 상아세 을 통해 일정하게 미량의 체액을 유

출하므로 pulpalfluidpressure가 형성되어 외부 물질의 유입을 상쇄시키

는 역할을 한다[4].그러므로 invitro와 달리 생체내 치수조직까지 침투하

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미량일 뿐만 아니라 체액의 흐름으로 빠르게 제

거될 것이라 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아미백제의 다양한 용시간을 고려하여 치수세포에

노출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시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과산화수소가

세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생체내 순환계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이후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었을 때 치수세포의 생존율 변화를 찰하

다.

1.2치수세포에 한 치과용 진 단량체의 향

진계 물질은 2,2-bis[4-(2-hydroxy-3-methacrylyloxy-propoxy)

phenyl] propane (Bis-GMA), urethane dimethacrylate (UDMA),

2-hydroxyethylmethacrylate(HEMA),triethyleneglycoldimethacrylate

(TEGDMA)등의 methacrylate계의 단량체들로 구성되어있다[5].이는 뛰어

난 착성과 내구성으로 치아 우식,침식,균열 등의 치료에 수복제로 다

양하게 용되고 있다. 진계 수복물질은 lightemittingdiode(LED)나

halogenlight를 이용하여 단량체들을 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그

러나 진계 수복물질이 공기 의 산소와 할 경우 polymerization

inhibitionlayer가 형성되어 단량체들의 합율이 하될 수 있다[6].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진계 수복물질의 합이 완료된 이후에도 미

합 단량체들이 유출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7-8].유출된 미 합 진 단

량체들은 타액에 섞여 체내로 흡수되거나 구강내 막으로 흡수되어 알

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9].특히 TEGDM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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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는 상아세 을 통해 치수조직까지 침투하여 세포독성을 일으킨다

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0-11].

TEGDMA와 HEMA는 구강내에서 활성산소종을 발생시키고 세포에 산

화스트 스를 유발시킨다.이 때 발생된 활성산소종은 세포의 기능과 생

장을 조 하는 세포신호 달체계를 활성화시켜 최종 으로

redox-sensitive한 유 자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2].활

성산소종과 반응하는 표 인 단백질로는 mitogen-activated protein

(MAP)-kinases가 있다.MAP-kinase는 세포내의 다양한 신호들을 핵으

로 달하여 세포의 다양한 성장과 죽음,분화 기능 등을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생체내에는 ERK1/2(extracellularsignal-regulated

kinase),JNK (c-JunN terminalkinase),p38MAP-kinases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K는 ras/raf/MEK pathway 의 일부로 세포의

proliferation과 apoptosis에 여한다[13-14].JNK와 p38은 stress-activated

protein kinases (SAPKs)의 일부로 세포내 산화스트 스,염증반응,

apoptosis에 여한다[15-17].MAP-kinases는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일련

의 phosphorylation을 통해 신호 달체계가 활성화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작용은 다양하여 최종 으로 특정 세포 기능 변화에 여하는 정

도가 다르다.

기존의 연구들은 진 단량체가 유발하는 세포독성,자살 기작에 주목

하 지만 진 단량체에 노출된 치수조직은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 수 에

서도 그 고유의 기능이 하될 가능성이 있다. 진 단량체에 의한 치수

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 치수조직 기능이 하되어 수복 상아질 형성

이 해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18]. 한,주로 고농도의 단량체에 단

시간 노출되었을 때의 세포독성을 평가한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최근

농도의 단량체가 세포에 미치는 부정 향이 확인된 바 있다[19].이는

진 단량체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미량의 농도에서도 치수세포의

odontogenesis기능을 하시켜 궁극 으로 치아에 부정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하나 이 부분에 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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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미량의 단량체가 치수세포의

분화능 하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한 진 단량체가 치

수세포의 분화능을 하시키는 기작을 밝 진계 수복물질의 생물학

안 성에 한 기 연구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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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료 방법

2.1치수세포(humandentalpulpcell;HDPC) 비

서울 학교 치과병원의 InstitutionalReview Board규정에 따라 신질

환이 없으며 교정치료를 목 으로 발치한 환자의 소구치를 70% 에탄올로

닦은 후 phosphate-bufferedsaline(PBS,pH 7.4)로 세척하고 뿌리 끝까

지 멸균 상태에서 잘라 pulpchamber에서 치수를 분리하 다.추출한 치

수를 잘게 다진 후 culturedish에 분주하고 antibioticcocktail(100U/㎖

penicillin,100㎍/㎖ streptomycin,Sigma,St.Louis,MO)과 10% fetal

bovineserum (FBS,Gibco)을 첨가한 alpha-modifiedminimum essential

medium (α-MEM;Gibco-BRLCA)에서 37℃,5% CO₂/95% air조건

으로 배양하 다.배양액은 3일 간격으로 교체하 다.치수에서 release된

세포들이 culture dish에 70-80% 유착되었을 때 trypsinization 처리

(0.2% trypsin,0.02% EDTA)하여 humandentalpulpcell(HDPC)를 획

득하 다.

2.2세포독성 측정 (WSTmethod)

HDPCs를 96-wellcultureplate에 0.8x105cells/well로 100㎕씩 분주하

다.Cultureplate에 70-80% 유착되었을 때 phosphatebufferedsaline

(PBS)로 세척한 다음 시험물질을 200㎕씩 처리하 다.과산화수소는

0-10mM의 농도로 15,30,60분 동안 처리하 다.TEGDMA는 0-4mM,

HEMA는 0-8mM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 다.일정기간 동안 시

험물질을 처리한 세포들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하 다.세척한

세포들에 10% WST-8(DojindoLaboratories;Kumamoto,Japan)이 포함

된 DMEM (withoutphenolred)을 100㎕씩 분주하여 37℃,5% CO₂/

95% air조건으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반응된 세포용액을 automated

microplatereader(Sunrise,TECAN,Salzburg,Austria)를 사용하여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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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opticaldensity(OD)를 측정하 다.

2.3ROS(reactiveoxygenspecies)measurement

ROS의 생성은 oxidation-sensitive dye인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를 이용해 측정하 다.96-wellculture plate에

0.8x105 cells/well로 100㎕씩 분주한 후,DCFH-DA 20µM를 처리하고

37℃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다.Hydrogen peroxide(H2O2)를 농도별

(0-10mM)로 30분 동안 처리하여 6시간까지 연속 으로 형 을 측정하

다.Dye에서 나오는 형 의 강도는 FLUOstar Optima microplate

spectrofluorometer(BMG Labtechnologies,Offenburg,Germany)를 이용

하여 485nm excitation,535nm emission 장에서 측정하 다.

2.4ALP활성도 측정

세포의 분화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alkalinephosphatase(ALP)의 활

성도를 측정하 다.HDPCs를 0.8×105 cells/well농도로 96-wellplate에

배양한 후, 진 단량체 (TEGDMA 0.5mM,HEMA 2.0mM)를 처리하

다.37℃,5% CO₂/95% air조건으로 24시간 배양 후,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진 단량체를 제거하 다.분화를 유도하기 하여 50㎍/㎖

ascorbicacid,2mM β-glycerophosphate,10-8M dexamethasone이 포함

된 MEM을 200㎕씩 처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6일 동안 배양하 다.배

지는 3일 간격으로 교환하 다.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1.5M alkaline

buffersolution140㎕ 과 1.5M MgCl2가 포함된 67mM 4-nitrophenyl

phosphate(Fluka;Buchs,Switzerland)10㎕을 세포에 처리한다.30분

동안 반응 후 0.5M NaOH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반응된 세포

용액을 automated microplate reader (Sunrise, TECAN, Salzburg,

Austria)를 사용하여 405nm에서 opticaldensity (OD)를 측정하 다.

ALP활성도는 단백질 ㎍당 활성이 있는 ALP단백질 unit으로 (units/mg

protein) 나타내었다. 때문에 bicichonic acid (BCA) kit (iN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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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Sungnam,Kore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 다.세포

를 BCA가 포함된 reactionbuffer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595nm에

서 opticaldensity(OD)를 측정하 다.Bovineserum albumin으로 단백

질 정량곡선을 만들어 계산하 다.

2.5Realtime– polymerasechainreaction(PCR)

진 단량체에 의한 치수세포 분화능 해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분화능 지표인 osteocalcin (OCN),dentin

sialophosphoprotein(DSPP),osteopontin(OPN)의 mRNA발 정도를 측

정하 다.HDPCs를 0.8×105cells/well농도로 12-wellplate에 배양한 후,

진 단량체(TEGDMA 0.5mM,HEMA 2.0 mM)를 처리하 다.37℃,

5% CO₂/95% air조건으로 24시간 배양 후,세포를 PBS로 세척하여

진 단량체를 제거하 다.분화를 유도하기 하여 분화배지를 2㎖씩

처리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12일 동안 배양하 다.분화배지는 3일 간격으

로 교환하 다.분화가 완료된 세포의 RNA는 RNA extractionreagent

(WelPrepTotalRNA IsolationReagent,Welgene;Daegu,Korea)을 이

용하여 추출하고,cDNA synthesis kit(PowercDNA Synthesis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cDNA을 합성하 다.합성한 cDNA,

SYBR Premix Ex Taq (Takara Bio,Otsu,Japan) 10 ㎕,ROX

ReferenceDyeII(TakaraBio)0.4㎕,primers을 혼합하여 ABIPRISM

7500SequenceDetectionSystem ThermalCycler(AppliedBiosystems,

FosterCity,CA)를 이용하여 real-timePCR을 시행하 다.각 primer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Table 1).PCR 조건은 95℃에서 30 간

pre-incubation시킨 후,1cycle에 15 간 95℃에서 denaturation,34 간

60℃에서 annealing하는 과정을 40회 반복하 다.mRNA발 정도는 CT

(threshold cycle) value를 기 으로 정량하고 glyceraldehyde

3-phosphatedehydrogenase(GAPDH)의 mRNA비로 표 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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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Primer sequences

DSPP
forward:5̀-GCATTCAGGGACAAGTAAGCA-3̀

reverse:5̀-CTTGGACAACAGCGACATCCT-3̀

OCN
forward:5̀-GTGACGAGTTGGCTGACC-3̀

reverse:5̀-CAAGGGGAAGAGGAAAGAAGG-3̀

OPN
forward:5̀-CAGACGAGGACATCACCTCA-3̀

reverse:5̀-TGGCTGTGGGTTTCAGCA-3̀

GAPDH
forward:5̀-GTCGGAGTCAACGGATTTGG-3̀

reverse:5̀-GGGTGGAATCATATTGGAACATG-3̀

Table1.Primersequencesusedforamplifications.

2.6Westernblotting

진 단량체에 의한 치수세포의 단백질 발 변화를 찰하기 하여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 다.HDPCs를 0.8×105 cells/well농도로

6-wellplate에 배양한 후 언 된 농도의 진 단량체를 처리하 다.1,3,

6시간 동안 37℃,5% CO₂/95% air조건으로 배양한 후,PBS로 세척하

여 진 단량체를 제거하 다.세척된 세포를 어내어 모은 후,4℃에서

14,000×g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 다.분리된 세포의 단백질을 추출하기

하여 차가운 NP-40lysisbuffer[50mM Tris–HCl(pH 7.6),150

mM NaCl,10% glycerol,1% NP-40,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10mM NaFluoride,1mM NaOrthovanadate]를 처리한 후

-20℃에서 15분 동안 반응하 다.추출된 단백질은 proteinmeasurement

kit(Pro-Measure,iNtRON Biotechnology,Seoul,Korea)를 이용하여 정

량하 다. 동량의 단백질 (20 ㎍)을 10%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을 이용하여 분자량에 따라 분리하고 이를 blottingsystem

을 통해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transfer membranes

(Hybond-P; Amersham Biosciences, Bucks, England)로 옮겼다.

Membrane을 1시간 동안 blockingbuffer[6% (w/v)driedlow-fatmilk,

0.1% (v/v)Tween20(PBST)]에서 반응하 다.발 의 변화를 보고자하

는 단백질의 항체 (anti-p-ERK 1/2monoclonalantibody,anti-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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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clonalantibody,anti-p-JNK monoclonalantibody;Santa Cruz

Biotechnology)에 membrane을 담가 4℃에서 24시간 동안 반응하 다.그

리고 horseradishperoxidase가 결합된 secondaryantibody에서 1시간 동

안 반응한 후,chemiluminescencekit(WEST-ZOL plusWesternBlot

DetectionSystem;iNtRON Biotechnology,Seoul,Korea)를 이용하여 시

각화하 다.Chemiluminescence는 LAS 1000 plus luminescentimage

analyzer(FujiPhotoFilm,Tokyo,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7통계분석

측정한 수치는 student’st-test에 의해 분석되었으며,p-value가 0.05이

하일 때 통계 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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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3.1과산화수소의 세포독성

치수세포에 15분,30분,60분 동안 0-10m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하

을 때,나타나는 세포독성을 측정하 다 (Fig.1).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각 실험군을 조군과 비교하여 세포

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과산화수소 0.5mM에 노출되었을 경

우 노출시간에 계없이 세포 생존율이 80% 정도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1mM 이상의 과산화수소에 노출된 세포의 생존율은 모두 하

되어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과산화수소에 15분,30분 노출되었을 경우 1

mM 이하의 농도에서는 세포가 50% 이상 생존하 다.과산화수소에 60분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1mM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의 생존율이 30% 이

하로 떨어지는 강한 독성을 나타내었다.따라서 치수세포는 과산화수소의

농도와 노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세포 생존율이 하되므로 세포독성이 강

해지는 것을 확인하 다.

Figure1.TheeffectsofH2O2oncell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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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과산화수소에 의해 하된 세포 생존율의 변화

치수세포에 15분,30분,60분 동안 0-10m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후,과산화수소가 제거된 배지에서 0시간,24시간,48시간 세척하 을 때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 다 (Fig.2).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고 세척

과정도 거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각 실험군을 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농도의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지만 그 이후의

세척시간의 변화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달라지는 것이 찰되었다.과산

화수소에 15분 동안 노출된 경우 모든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었

다.그러나 30분 동안 노출된 경우 5mM 이하,60분 동안 노출된 경우

2.5mM 이하의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을 때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는 경

향을 보 다.치수세포가 과산화수소에 15분 동안 10mM,30분 동안 5

mM 이하,60분 동안 2.5mM 이하로 노출될 경우 가역 인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제거

되어도 세포 생존율이 회복되지 않았다.치수세포가 과산화수소에 30분

동안 7.5mM 이상,60분 동안 5mM 이상 노출될 경우 비가역 인 세포

독성이 나타났다.그러므로 과산화수소에 동일하게 노출된 세포의 경우

세척시간이 길수록 세포 생존율이 효과 으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고농도의 과산화수소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세포 생존율이 회

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독성이 가해지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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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TherecoveryofcellviabilityofH2O2treatedHDPCs.HDPCswere

treatedwithH2O2 for15min(A),30min(B)and60min(C).AfterH2O2

treatement,HDPCswerere-incubatedinfreshmediafor0hr,24hrand48

hr.

*indicatesdifferencesbetweenthevalues(p<0.05)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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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산화수소가 치수세포의 하이드록시기 양에 미치는 향

치수세포에 6시간 동안 0-10mM의 과산화수소를 처리하 을 때 발생

하는 활성산소종의 일종인 하이드록시기를 연속 으로 측정하 다 (Fig.

3).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여 발생되는 하

이드록시기의 양을 비교하여 arbitrateunit(a.u.)으로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 0.5mM에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시간에 계 없이 하이드

록시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과산화수소 1.0mM 이상에 노출되었을 경우

노출 경과 30분 이후부터 하이드록시기가 발생하 다.과산화수소 1.0

mM에 6시간 이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정상세포와 비교하여 약 1.5배,

2.5mM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2배,10mM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3배 이

상의 하이드록시기가 측정되었다.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하이드록

시기는 fentonreactioninhibitor로 알려진 DFO(deferoxamine)를 처리하

을 경우 효과 으로 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세포에 고농도인

10mM 의 과산화수소와 DFO를 함께 6시간 동안 노출시켰을 경우 발생

되는 하이드록시기의 양이 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측정결과 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생하는 하이드록시기는 노출 농도와 시간

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DFO와 함께 처리할 경우 조군과 비슷

한 수 으로 하이드록시기의 발생이 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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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GenerationofROSinH2O2-treatedHD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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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DFO와 과산화수소에 노출된 치수세포의 생존율 측정

DFO와 과산화수소를 30분 동안 함께 처리하 을 때 세포 생존율을

찰하 다 (Fig.4).과산화수소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여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과산화수소와 함께 DFO를 처리할

경우 과산화수소를 단독으로 처리한 실험군보다 세포 생존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 이다.따라서 DFO는 과

산화수소에 의해 해된 세포 생존율의 회복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을 확인하 다.

3.5 진 단량체의 세포독성

치수세포에 HEMA 0-8mM과 TEGDMA 0-4mM을 농도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나타나는 세포독성을 측정하 다 (Fig.5). 진 단량체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각 실험군을 조군과 비교

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HEMA는 2mM이하 농도에서는 세포 생존율의 유의 변화가 없었으

므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단하 다.그러나 4mM의 HEMA는 세

포생존율 약 80%,8mM은 60%이하로 떨어뜨렸다.TEGDMA는 0.5mM

이하 농도에서 유의 인 세포 생존율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그러나 1

mM 이상의 TEGDMA는 세포생존율에 향을 미쳐 4mM 에서는 60%

이하로 세포생존율을 하시켰다.그러므로 HEMA와 TEGDMA 모두 농

도에 비례하여 세포독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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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TheeffectsofDFOonhydrogenperoxide-inducedcytotoxicity.

Figure5.TheeffectsofHEMAandTEGDMAoncellviabilityofHDPCs.

*indicatessignificantdifferencesbetweencontrolandtestgroupa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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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진 단량체가 치수세포의 ALP활성도에 미치는 향

치수세포에 HEMA 0-8mM과 TEGDMA 0-4mM을 농도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진 단량체가 제거된 분화배지에서 6일 동안 배양한 세

포의 ALP활성도를 측정하 다 (Fig.6). 진 단량체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각 실험군을 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ALP활성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HEMA 0.25mM,0.5mM에 노출된 치수세포의 ALP활성도는 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러나 2mM에 노출된 경우 80%이하,4mM

에서 30%이하,8mM 이하에서 10% 이하로 치수세포가 2mM 이상의

HEMA에 노출될 경우 HEM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LP활성도가 해

되는 것을 확인하 다.TEGDMA는 조군을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ALP

활성도가 해되었다.치수세포가 TEGDMA 0.25mM에 노출될 경우

ALP활성도가 80% 이하로 떨어졌다.TEGDMA와 HEMA 2mM를 처리

하 을 때 TEGDMA는 10% 이하로 ALP활성도를 해하 고 HEMA는

80% 이하로 해하 다.그러므로 HEMA 보다 TEGDMA가 치수세포의

ALP 활성도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처리된

HEMA와 TEGDMA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치수세포의 ALP활성도가

해됨을 알 수 있었다.치수세포에 HEMA 2mM,TEGDMA 0.5mM를

처리할 경우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수 에서 ALP활성도를 효과 으로

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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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TheeffectsofHEMAandTEGDMAonALPactivity.

(NM;normalmedium,DM;differentiationmedium)

*indicatessignificantdifferencesbetweencontrolandtestgroupa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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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진 단량체에 의해 해된 치수세포 ALP활성도의 변화

치수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효과 으로 ALP활성도를 해

시키는 농도를 설정하여 (HEMA 2mM,TEGDMA 0.5mM)24시간 동

안 처리한 후, 진 단량체가 제거된 일반배지에서 0,1,3,5일 동안 세척

하 다.세척과정을 마친 세포를 분화배지에서 6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ALP활성도를 측정하 다 (Fig.7). 진 단량체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

HEMA 2mM와 TEGDMA 0.5mM을 처리한 치수세포의 ALP활성도

가 해되었다.하지만 세척기간에 비례하여 해되었던 ALP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EMA는 5일 동안 세척 후, 조군의

ALP 활성도 수 으로 회복되었다.이를 통해 치수세포 내에서 완 히

HEMA가 5일 동안 완 히 세척되어 그 향이 미약해진 것으로 단된

다.그러나 TEGDMA의 경우 5일 동안 세척이 완료된 이후에도 ALP활

성도가 조군에 비해 낮았다.TEGDMA는 5일의 세척기간이 지난 후에

도 치수세포에서 완 히 제거되지 않아 ALP활성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단된다.

Figure7.TherecoveryofALPactivityofHDPCstreatedwithresinmonomers.The

cellsweretreatedwith2.0mM HEMAand0.5mM TEGDMAfor24hr,andthenthe

cellswerere-incubatedinfreshmediafor0~5daysbeforeALPactivityassessment.

*indicatesdifferencesbetweenthevalue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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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진단량체가 치수세포의 mRNA 발 에 미치는 향

치수세포에 HEMA 2mM,TEGDMA 0.5mM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12일 동안 분화배지에서 배양한 치수세포의 DSPP,OCN,OPN

mRNA 발 을 찰하 다 (Fig.8). 진 단량체를 처리하지 않은 군의

GAPDH mRNA 발 량을 조군으로 설정하 다.과산화수소 0.2mM을

처리한 치수세포를 음성 조군으로 설정하 다.

TEGDMA와 HEMA를 처리한 치수세포는 DSPP,OCN,OPN mRNA

발 을 모두 하시켰다.TEGDMA을 처리하 을 때 세 유 자의

mRNA 발 이 0.4배 이하로 하된 것을 확인하 다.HEMA를 처리한

치수세포의 DSPP,OPN mRNA 발 은 0.2배 이하로 TEGDMA 보다 더

욱 히 하되었다.과산화수소를 처리한 치수세포도 OCN,OPN

mRNA 발 이 하되었으나 DSPPmRNA 발 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음성 조군인 과산화수소 보다 진 단량체가 치수세

포의 DSPP,OCN,OPN mRNA 발 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8.TheeffectsofTEGDMA andHEMA onmRNA expressionsof

DSPP,OCN andOPN.*indicatessignificantdifferencesbetweencontroland

testgroupa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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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진 단량체가 MAP-kinases발 에 미치는 향

치수세포에 HEMA 2mM,TEGDMA 0.5mM를 1,3,6시간 동안 처

리한 후,westernblot을 통하여 MAP-kinases(ERK 1/2,JNK,p38)발

을 찰하 다 (Figure9). 진 단량체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조군으

로 설정하고,actin단백질을 통해 동량의 단백질이 분석된 것을 확인하

다.

치수세포의 phospho-ERK 1/2의 발 을 찰한 결과 조군과 실험군

과의 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hospho-JNK의 단백질 발 도 역시

조군과 실험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진 단량체는

치수세포의 ERK 1/2,JNK MAP-kinases와 련된 신호 달체계 활성

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phospho-p38

MAP-kinases단백질 발 변화가 찰되었다.TEGDMA와 H2O2에 3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경우 phospho-p38단백질 양이 어들었다.이를 통해

TEGDMA가 치수세포의 phospho-p38MAP-kinases단백질 발 에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9.ExpressionofMAP-kinasesincellstreatedwithTEGDMA and

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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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고찰

본 연구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치수세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

았다.과산화수소는 세포에 산화스트 스를 일으켜 apoptosis,necrosis등

의 치명 인 부작용을 래하는 독성물질로 리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

서도 과산화수소 농도와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치수세포에 강한 독성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1).이 연구 결과들은 과산화수

소가 세포에 처리된 직후에 나타나는 향들을 평가하 다[20].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nvitro상의 치수세포와 달리 생체 내 치수조직은 순환계를

통해 침투된 과산화수소가 조직과 일시 으로 한다는 에 주목하여

세척과정을 도입하 다.그 결과 치수세포가 과산화수소에 노출된 후,추

가된 세척과정의 기간에 따라 가역 ,비가역 인 유형의 독성을 유발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Fig.2).효과 인 미백과정을 해선 과산화

수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에 침투하는 것이 필수 이다[21].그러므로 치수세

포가 미백과정에서 침투된 과산화수소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농

도의 과산화수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치수세포에 비가역 인 독성을 가

하여 치수괴사 등의 부작용을 래할 험성은 명백하다.하지만 세포에

가역 인 독성을 일으키는 수 의 농도와 노출시간을 설정하여 과산화수

소를 용한다면 미백과정 후 치수세포의 회복기작을 통해 독성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과산화수소는 fentonreaction을 통해 강력한 산화제인 하이드록시기를

발생시킨다.세포 내의 철 이온의 매작용으로 과산화수소의 산화력이

증 되어 하이드록시기 발생량이 격히 증 된다[22].하지만 치수세포에

과산화수소와 DFO를 동시에 처리하 을 때 효과 으로 하이드록시기의

발생량이 하되는 것을 확인하 다 (Fig.3).Fentonreactionihibitor로

알려진 DFO가 iron-chelating작용을 통해 하이드록시기의 양을 감소시

켜 과산화수소의 세포독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23].하지만 과

산화수소와 함께 치수세포에 처리한 DFO는 세포생존율에 아무런 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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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 (Fig.4).DFO는 iron-chelating작용이 효과 인데 반해

강한 친수성기 물질로 세포막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한계 이 있다.그러

므로 이 의 연구에서는 세포를 DFO에 22,36시간 동안 노출시켜 천천히

많은 양의 DFO가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을 설정하 다

[24-25].따라서 DFO가 치수세포의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향을 정확히

단하기 해 DFO의 낮은 세포투과율을 보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과산화수소에 한 안 성은 계속 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본 연구는

과산화수소가 세포에 미치는 독성의 유형을 고려하여 치아미백제의 구성

용 시간,치료 후 회복기간을 설정하는 기 연구자료가 될 것이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 단량체가 치수세포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

았다. 진 단량체는 합이 완료된 이후에 HEMA,TEGDMA 등의 미

합 단량체가 유출되어 세포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연구

에서도 HEMA와 TEGDMA에 의해 치수세포의 생존율이 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5).치수세포에 HEMA 4mM이상,TEGDMA 1

mM이상 처리되었을 때 노출농도에 비례하여 강한 세포독성이 나타났고

TEGDMA가 세포 생존율에 더 큰 향을 미쳤다.이 연구 결과에서도

HEMA에 비해 TEGDMA가 세포에 더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

되었다[26-27]. 이는 TEGDMA와 HEMA의 분자구조에서 유래되는

lipophilicity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8].

하지만 치수세포의 ALP활성도는 세포 생존율에 향이 나타나지 않

는 농도의 진 단량체가 처리 되었을 때 해되었다 (Fig.6). 한,

농도의 진 단량체가 치수세포의 ALP활성도 하에 미치는 향은

진 단량체를 제거한 후에도 3일 동안 지속되었고,TEGDMA는 5일 후에

도 계속 으로 ALP활성도를 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7).세포생

존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의 진 단량체가 세포의 기능에 지속

인 향을 미쳤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구강내에서 진을 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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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에는 고농도의 단량체가 유출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 으로 농도

의 단량체가 유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29].그러므로 치료과정에서 치수세

포에 미량의 단량체가 유출될 경우 치수괴사 등의 치명 인 부작용은 일

어나지 않더라도 치수내로 유입된 단량체가 쉽게 제거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며 지속 으로 조직의 기능을 하시킬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실제로 진 수복물질을 처리한 경우 경미하지만 지속 인 염증반응,수

복 상아질 형성 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18,30-31]. 한 농도의

진 단량체는 치수세포에 유 독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8).

DSPP,OCN,OPN은 odontogenesis와 련된 표 인 유 자로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농도의 진 단량체가 DSPP,OCN,OPN의 발 을

해하여 치수세포의 odontogenesis에 부정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

다.

TEGDMA와 HEMA는 세포내에 활성산소종을 발생시켜 산화스트 스

를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본 연구에서는 진 단량체를 처리한 후,

활성산소종과 련된 치수세포의 MAP-kinases신호 달체계를 찰하

다 (Fig.9).그 결과 TEGDMA와 과산화수소가 치수세포의 p38신호 달

체계를 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TEGDMA에 의한 MAP-kinase신호

달체계의 변화가 과산화수소가 처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와 유사하

다 보고된 바 있다[32].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TEGDMA와 과산화수소

가 발생시키는 활성산소종과 같은 기 을 통해 p38의 활성을 해하여

치수세포의 분화능 하에 향을 미친 것이라 단된다.하지만 p38의

활성 해가 DSPP,OPN 등의 유 자 발 에 향을 미치기까지의 기

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 진 단량체는 산화스트 스 이외에도 세

포 막 변화,세포내 미토콘드리아 막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다[33-34].본 연구에서 진 단량체가 p38을 제외한 ERK 1/2,JNK의 신호

달 체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그러므로 치수세포의 분화능 해

에 진 단량체에 의한 활성산소종의 여도 활성산소종 이외의 원인

과 련된 추가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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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Hydrogen peroxide (H2O2)is a majoractivecomponentoftooth

bleaching agents. Although it is widely being used for

tooth-whitening,thebiologicalsafetyofH2O2iscontroversial.Oneof

thegreatestconcernsaboutH2O2isthecytotoxicityonhumandental

pulpcells(HDPCs)viapenetrationofenamelanddentinlayers.During

teeth restoration,HDPCs can also be affected by dental resin

monomers.Dentalcompositeresinswhichcanreleaseresinmonomers

duetoincompletepolymerizationareusedprevalentlytorestoreteeth

damagedbycaries,erosionorfracture.2-Hydroxyethylmethacrylate



(HEMA)andtriethyleneglycoldimethacrylate(TEGDMA),knownas

the cytotoxic resin monomers,can cause the suppression ofthe

differentiationonHDPCs.

In this study,we observed the viability ofHDPCs atvarious

concentrationsofH2O2 to suggesttheguideforusing H2O2-based

toothbleachingagentsindentalclinics.Moreover,weinvestigatedthe

mechanismsrelatedtotherepressionofthedifferentiationofHDPCs

byresinmonomersatnoncytotoxicconcentration.

MaterialsandMethods

HDPCs vi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WST (modified MTT

assay). ROS (reactive oxygen species) was detected by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known as an

oxidation-sensitivedye.

The effects ofHEMA,TEGDMA on HDPC differentiation were

investigated by measuring alkaline phosphatase (ALP)activity and

mRNA expression levels of dentin sialophosphoprotein (DSPP),

osteocalcin (OCN), and osteopontin (OPN). To elucidate the

mechanisms ofHDPC differentiation repression,the expressions of

MAP-kinases (ERK1/2,JNK,and p38)were assessed by western

blotting.

Results

The effects ofH2O2 on HDPC viability were investigated.Cell

viability wasdecreased astheconcentration and exposuretimeof

H2O2 wereincreased.Athigherconcentrationsandlongerexposure

time,H2O2resultedinirreversiblecytotoxicityonHDPCs(≥7.5mM in

30min,≥5mM in60min).HydroxylradicalofHDPCswasincreased



inproportiontoH2O2 exposureconcentrationandtime.Deferoxamine

(DFO),afentonreactioninhibitor,removedhydroxylradicalofHDPC

treated with H2O2 effectively.However,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ofDFOoncytotoxicityofH2O2.

Togetherwith thecytotoxiceffectsofH2O2,theeffectsofresin

monomerson cellviability and differentiation ofHDPCsalsowere

investigated.Cellviability andALP activity weredecreasedasthe

concentration ofresin monomersincreased.Although TEGDMA 0.5

mM,HEMA 2 mM were non-cytotoxic,ALP activity ofHDPCs

treated with TEGDMA 0.5 mM,HEMA 2 mM was effectively

decreased. ALP activity were influenced continuously by resin

monomersevenafterHDPCswerewashedwithPBSandmaintained

5dayingrowthmedium withoutresinmonomers.Moreover,expression

ofHDPCsmRNA levelsofDSPP,OCN,andOPN wassuppressedby

resin monomers.These results suggest that resin monomers at

nontoxic concentration repressed persistently the differentiation of

HDPCs.Toelucidatethemechanismsunderliningthesuppressionof

HDPC differentiationbytheresinmonomers,MAP-kinasessignaling

pathways(ERK 1/2,JNK,p38)wereinvestigatedbywesternblotting.

Theexpressionsofp38weredecreasedby TEGDMA 0.5mM and

H2O2 0.2 mM exposured in 3 hours.These results indicates that

TEGDMA suppressed differentiation of HDPCs through the p38

signalingpathways.However,thedown-stream transcriptionfactorsof

p38pathwaysinresinmonomer-treatedcellsremaintobeelucidated.

Key words :Human dentalpulp cell,hydrogen peroxide,resin

monomers,ALPactivity,cytotoxicity,MAP-kinasessignaling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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