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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및 분화 관련 세포 반응에 대한 치과용 Mineral Trioxide Aggregate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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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is receiving more attentions in endodontic dental clinics due to its high sealing ability
and biocompatibility.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e effects of MTA on dental pulp tissue, the mech-
anisms underlying on inflammation and differentiation at cellular levels are not yet ful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various molecular aspects of cellular reactions involved in inflammation and differentiation to commercially
available MTAs including ProRoot MTA, Ortho MTA and MTA-Angelus. mRNA of COX-2 gene which is involved in
inflammatory reaction was not increased by all tested MTAs, and expression of COX-2 by lipopolysaccharide was not
severely altered by MTAs, demonstrating that COX-2 is not involved in inflammatory reactions to MTA. The extracts
of all MTAs obtained for early 24 hrs increased ALP activities of human dental pulp (HDP) cells, while the extracts of
ProRoot MTA and MTA-Angelus obtained for 1-3 and 3-6 day decreased ALP activity, indicating the presence of inhib-
itory components in the two MTAs. ProRoot MTA enhanced mRNA levels of DMP-1, but not DSPP. However, the other
MTAs did not affect mRNA expression of DSPP, DMP-1, OCN and OPN,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ALP activities.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clude the effects of MTA on differentiation of dental pulp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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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eral trioxide aggregate (MTA)는 1990년대에 치과 근

관치료용으로 개발되었으며, 1998년에 미국 FDA에 의해

정식으로 임상적용이 승인되었다. MTA는 우수한 생체적합성,

밀폐성, 항균성 등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TA는 정제

된 Portland cement와 bismuth oxide의 혼합물로서 dicalcium

silicate (2CaO·SiO2), tricalcium silicate (3CaO·SiO2), tricalcium

aluminate (3CaO·Al2O3), gypsum 등이 주요 성분이며, SiO2,

CaO, MgO, K2SO4, Na2SO4 등을 미량 포함하고 있다. MTA

는 iron, aluminium, magnesium oxide의 함량에 따라 gray

MTA와 white MTA의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색

의 차이와 함께 입자의 크기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A

는 수화과정 중 Ca(OH)2를 생성하며, 이는 hydrated MTA의

초기 pH의 상승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구강 안에서 인접조직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MTA의 세포독성, 유전독성, 염증반응, 뼈

세포 분화에 대한 영향 등이 보고된 바 있다.1-4) MTA는 아말

감 보다 세포독성이 약하며,5) Portland cement와는 세포독성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따라서 방사선 불투과성

을 목적으로 MTA에 혼합된 bismuth oxide는 세포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양한 농도의 bismuth

oxide를 이용한 세포독성 측정 결과에서도 확인된다.7) Camargo

등의 연구에서는 white MTA와 gray MTA 모두 세포독성과

유전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8) Koulaouzidou 등은

MTA의 종류에 따라 세포독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1)

이러한 차이는 세포독성 측정을 위한 시료의 제조방법 및 사

용된 세포의 종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으로

MTA 세포독성은 다른 근관 치료용 재료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포독성에 의한 염증발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in vivo 시험과 임상연

구에서, MTA와 직접 접촉하는 치수에서의 염증발현은 경미하

며 지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그러나 관찰된

염증발현이 MTA의 생체적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며, 다양한 관찰시간과 MTA의 종류

를 달리한 in vitro 및 in vivo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

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MTA의 세포독성을 비교하*책임연락저자: yanghc@snu.ac.kr

M



8 김종길·손경미·박희철·주정정·권지현·양형철

Biomaterials Research 2013

고 염증발현 인자인 cyclooxygenase-2 (COX-2) mRNA 발현

에 미치는 MTA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정상치아에서 dentin은 연조직인 치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MTA는 치수와 직접 접촉하여 dentin

(dentin bridge)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1) 이는 치수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dentin bridge

형성은 MTA의 calcium 성분 유출이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MTA에 의한 백서 치수세포 in vitro mineralization 촉

진 결과는 in vivo dentin bridge 형성이 MTA에 의한 것임

을 뒷받침한다.4) MTA는 치수세포뿐 아니라 조골세포의 bone

sialoprotein, collagen, osteocalcin mRNA 발현을 촉진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12) 골형성 주요 인자인 Runx2의 발현

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3) 또한, MTA는 osteoclast의

뼈 흡수 활성을 저해하고, apoptosis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다.14) 따라서 MTA는 경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성질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염증발

현인자에 대한 MTA의 영향과 더불어, 사람 치수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ALP) 활성과 치수분화 분자 마커인

dentin sialophosphoprotein (DSPP) 및 dentin matrix protein-

1 (DMP-1), 그리고 뼈세포 분화 마커로서 이용되는 osteocalcin

(OCN), osteopontin (OPN) 등에 대한 MTA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 특히, MTA의 치수세포분화 촉진인자 방출시기를 결정하

고자, 추출시기를 달리하여 분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세포배양

MTA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white MTA 계열의 ProRoot

MTA (Dentsply, Tulsa, OK, USA), Ortho MTA (BioMTA, Seoul,

Korea) 및 MTA-Angelus (Angelus, Londrina, PR, Brazil)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세포로서 COX-2 mRNA 분석과 odonto-

genic 분화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각각 mouse macro-

phage cell line RAW 264.7 (ATCC, Rockville, MD)와 human

dental pulp (HDP) 세포를 배양하였다. HDP 세포는 서울대

학교 치과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교정을 목

적으로 발치된 치아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4.5 g/L glucose, 10%

fetal bovine serum (FBS), 항생물질용액 (100 U/mL penicillin-

g, 100 µg/mL streptomycin)을 포함한 Dulbecco modified

Eagle (DME)배지에서 배양하였으며, 5% CO2와 95% 공기가

공급되며 37oC가 유지되는 배양기를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ALP 활성 측정 등의 위하여 적정한 농도의 세포(0.8 × 105

cells/mL)를 well plate에서 배양하여 이용한다. 세포배양에 사용

되는 배지 및 시약은 Gibco-BRL (Grand Island, NY, USA)로

부터 구입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시약은

Sigma-Aldrich Co. (Sain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MTA 추출

수화(hydrated) MTA 추출을 위하여, MTA 0.5 g을 150 µL

멸균 증류수와 혼합하여 6 well plate에 골고루 퍼지게 한 후,

습윤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수화시켰다. 수화 후, DME 배지

5 mL를 각 well에 넣고 37oC에서 7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

출액은 10,000 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미세입자를 제거

하고, 멸균 여과 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비수화 (unhydrated)

MTA 추출은 위의 수화 과정을 제외하고 수행하였다. 

세포독성시험

MTA를 세포배양액으로 추출한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희석

하여 세포독성시험에 사용하였으며, 세포활성은 Cell Counting

Kit-8 (WST-8, Donjindo Laboratories, Gumamoto, Japan)으

로 측정하였다.15) 세포독성평가를 위해, 세포를 추출 희석액으

로 well plate에서 처리한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WST-8이 10% 포함된 신선한 배양액으로 세포를 37oC에서 배

양하였다. 배양 1시간 후, plate reader기(Sunrise, TECAN,

Salzburg, Austria)로 흡광도(450 nm)를 측정하여, 세포 활성을

평가하였다.

ALP 활성 측정

MTA 추출액으로 HDP 세포를 6일 동안 처리한 후 ALP

활성을 측정하였다.16)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한 DME 배

지는 ascorbic acid (50 µg/mL), dexamethasone (10−8
M), β-

glycerophosphate (2 mM)를 포함하고 있다. ALP 활성 측정을

위해 4-nitrophenyl phosphate 비색측정법을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서 MTA 추출물로 처리된 세포를 phosphate buf-

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하고 1.5 M MgCl2와 67 mM 4-

nitrophenyl phosphate가 포함된 용액 10 µL와 alkaline buffer

solution 140 µL를 각 well에 주입하였다. 37oC에서 30분 후,

0.5 M NaOH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405 nm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LP 활성은 총 세포단백질 1 µg 당 효

소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단백질 함량은 bicichonic acid (BCA)

단백질 측정 kit (iNtRON Biotechnology, Sungnam,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AW 264.7 세포의 COX-2 mRNA 발현과 HDP 세포의

DSPP, DMP-1, OCN, OPN에 대한 MTA의 영향을 조사하였

다. COX-2 mRNA 발현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RAW

264.7 세포를 MTA 추출물로 6시간 처리하였으며, DSPP,

DMP-1, OCN 및 OPN에 대해서는 HDP 세포를 6일 동안 처

리하였다. 배지는 3일 주기로 교환하였으며, 교환된 새 배지에

도 MTA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다. COX-2 처리군의 양성대조

군으로 그램 음성균의 염증 발현 인자인 lipopolysaccharide

(LPS)를 사용하였다. DSPP등의 발현을 위하여 HDP 세포는 분

화 유도 DME 배지를 사용하였다.

MTA 추출물로 처리된 세포에서 전체 RNA를 RNA-purifi-

cation Kit (WelPrep Total RNA Isolation Reagent, Welgene,

Daegu, Korea)로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RNA로부터 cDNA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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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cDNA 합성 kit (Power cDNA Synthesis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17) RT-PCR은 10 µL

SYBR Premix Ex Taq (Takara Bio, Otsu, Japan), 0.4 µL ROX

Reference Dye II (Takara Bio), cDNA 및 primer가 포함된 혼

합물(20 µL)에서 진행되었으며, ABI PRISM 7500 Sequence

Detection System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primer의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COX-2, forward 5’-GAA GTC TTT GGT CTG

GTG CCT G-3’, reverse 5’-GTC TGC TGG TTT GGA ATA

GTT GC-3’; DSPP, forward 5’-TGA CTC AAA AGG AGC

AGA AGA TGA T-3’, reverse 5’-ATT TAC CTT TGC CAC

TGT CTG ATT T-3’; DMP-1, forward 5’-GTG AGT GAG

TCC AGG GGA GAT AA-3’, reverse 5’-TTT TGA GTG GGA

GAG TGT GTG C-3’; OCN, forward 5’-GTG ACG AGT

TGG CTG ACC-3’, reverse 5’-CAA GGG GAA GAG GAA

AGA AGG-3’; OPN, forward 5’-CAG ACG AGG ACA TCA

CCT CA-3’, reverse 5’-TGG CTG TGG GTT TCA GCA-3’;

GAPDH, forward 5’-GTC GGA GTC AAC GGA TTT GG-

3’, reverse 5’-GGG TGG AAT CAT ATT GGA ACA TG-3’

각 유전자의 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COX-2, 95oC (15초,

denaturation)- 63oC (34초, annealing)- 40cycle; DSPP, 95oC

(15초, denaturation)- 60oC (34초, annealing)- 40cycle; DMP-

1, 95oC (15초, denaturation)- 62oC (34초, annealing)- 40

cycle; OCN, 95oC (15초, denaturation)- 60oC (34초, anneal-

ing)- 40cycle; OPN, 95oC (15초, denaturation)- 60oC (34

초, annealing)- 40cycle; GAPDH, 95oC (15초, denaturation)-

60oC (34초, annealing)- 40cycle. 각각의 유전자 발현의 정량

은 CT (threshold cycle) 값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glyceral-

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의 CT 값에 대

한 비로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모든 시험값은 각각 독립적인 3번의 시험결과

의 평균이며, 통계처리가 필요한 경우 음성대조군 혹은 양성대

군과 시험군의 값을 Student’s t-test로 비교하였으며, p <

0.05일 때 유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및 고찰

RAW 264.7 세포에 대한 MTA 세포독성

MTA 추출물로 RAW 264.7 세포를 24시간 처리하여 세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 ProRoot MTA는 수화 여부에 관계없이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1A). 희석되지 않은 추출액

(100%)으로 처리한 세포활성은 음성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ProRoot MTA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실험조건

하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Ortho MTA는 수화되

지 않은 경우, 희석하지 않은 추출액(100%)는 음성 대조군에

비교하여 약 60% 정도로 세포 활성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50% 추출액은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ure 1B). 그러

나 수화된 MTA의 추출액은 100%의 경우에도 세포활성에 영

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Ortho MTA는 수화과정으로 인해

세포독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MTA-Angelus도 Ortho MTA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ure 1C). 즉, 수화되지 않은 경우

고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보였으나, 수화과정을 거침으로서 세포

독성이 감소하였다. 각각의 MTA를 비교하면, ProRoot MTA가

가장 적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고, Ortho MTA와 MTA-

Angelus가 비슷한 정도의 경미한 세포독성을 보였으며, 수화과

정은 세포독성을 경감시킨다고 할 수 있다. 

RAW 264.7 세포의 COX-2 mRNA 발현에 대한 MTA 영향

COX-2 mRNA 발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화되지

않은 MTA, 수화된 MTA 모두를 사용하였다. 수화되지 않은

MTA 추출물은 50% 희석액 이하부터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

으므로, 모든 MTA 추출물은 50%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6시간

동안 50 ng/mL LPS로 처리된 RAW 264.7 세포는 음성대조

군 보다 7.5 배 이상으로 COX-2 mRNA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ure 2A). 50 ng/mL와 100 ng/mL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므로, LPS는 50 ng/mL 이하에서 이미 COX-2 mRNA 발

현 촉진 효과가 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MTA 추출물은 사

용된 모든 종류의 MTA가 수화여부에 관계없이 COX-2 mRNA

Figure 1.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treated with serial dilutes of the extracts of ProRoot MTA (A), Ortho MTA (B) and MTA-Angelus (C) for
24 hr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i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respective contro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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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MTA는 주요 염증 발현

인자 COX-2 생성을 유도하지 않으며, COX-2 pathway의 최

종 산물인 prostaglandin E2 생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LPS에 의한 COX-2 mRNA 발현에

대한 MTA의 영향도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LPS와 MTA를

동시에 세포에 적용하고 LPS 단독적용 시 COX-2 mRNA 발현

정도와 비교하였다. Figure 2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MTA는 LPS에 의한 COX-2 mRNA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수화된 Ortho MTA만 약간의 저해효과가 보였다. 그러

나 통계적으로는 저해 효과가 확인되지만, 약간의 저해는 생물

학적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COX-2 mRNA 발현에 대한 MTA효과는 없거나

혹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MTA에 의한 염증발

현이 COX-2와 관련이 적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MTA에 의

한 염증발현은 interleukin과 같은 cytokine 발현이 관련될 가

능성이 있으며, 향 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HDP 세포의 ALP 활성에 대한 MTA의 영향

이전의 연구에서 조골세포와 치수세포 분화에 대한 MTA의

효과는 이미 보고되었으나, 분화촉진 인자의 방출시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MTA의 추출기간을 달리하여

MTA 분화촉진인자의 방출시점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MTA

추출시기를 (1) 0-1일, (2) 1-3일, (3) 3-6일로 나누어 추출액

을 얻었다. 즉, (2)와 (3)그룹은 각각 (1), (2)그룹에서 추출에

사용된 MTA를 다시 사용함으로서 추출구간을 달리하였다. 

HDP 세포를 1일 동안 추출한 MTA 추출물의 50% 희석액으

로 6일 동안 분화 유도 배지(Differentiation induction media,

DM)에서 처리한 경우, ProRoot MTA, Ortho MTA가 현저한

ALP 활성 상승을 일으켰다. Ortho MTA는 음성 대조군(DM)의

약 2.4배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ProRoot MTA는 약

1.8배, 그리고 MTA-Angelus는 1.2배 정도로서 ALP 활성이 대

조군 보다 약간 높은 활성을 보였다(Figure 3). 1-3일 및 3-6

일간 추출물은 MTA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Ortho

MTA는 3-6일간 추출물이 0-1일과 1-3일간 추출물보다 ALP 활

성 촉진 효과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음성대조군(DM) 보다 높

은 ALP 활성을 유도하였다. ProRoot MTA와 MTA-Angelus는

1-3일 및 3-6일간 추출물이 음성대조군(DM) 보다 낮은 ALP

활성을 초래하는 저해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ProRoot MTA와

MTA-Angelus는 ALP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과 저해하는 성분을

방출하며, 방출농도는 활성 촉진 성분이 0-1일간에 높으며, 이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해 성분의 경우, 활

성 촉진 성분보다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Ortho MTA는 적어도 6일간의 추출물에서는 ALP 활성 저해

특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촉진 성분의 유출이 지

속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추출물에서 저해 성분의 농도가

낮아서 발생할 수도 있다. 

ProRoot MTA와 MTA-Angelus는 Portland cement를 정제

하여 bismuth oxide와 혼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Ortho

MTA는 cement에 필요한 성분을 조합하여 제조한다. 따라서

ProRoot MTA와 MTA-Angelus는 Ortho MTA 보다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ALP 활성 저해는 이러

Figure 2. Cox-2 mRNA expression in RAW 264 cells treated of MTA
extracts (A) and co-treated with MTA extracts and LPS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n (B)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LPS (50 ng/mL)-treated
control.

Figure 3. ALP activity of HDP cells treated with MTA extract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M and DM are DME media without and with differentiation-induc-
ing facto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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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과정의 차이에서 유래할 수 있다. ALP 활성 측정 결과

는 Ortho MTA가 우수한 치수세포 분화 촉진 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HDP 세포의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에 대한 MTA의 영향

치수 세포는 odontogenic 분화 시에 DSPP, DMP-1, OCN,

OPN과 같은 세포외 기질 단백질의 발현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DSPP와 DMP-1은 치수세포의 분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로서 osteogenic 분화와 odonto-

genic 분화를 구별할 수 있는 마커로써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단백질 유전자의 mRNA 발현에 대한 MTA 추출액(0-

1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DSPP의 경우, 정상배지에 비하여(normal medium, NM),

분화 촉진 인자가 포함된 배지(differentiation medium, DM)에

서 약 5배 정도 mRNA 발현이 증가하였다(Figure 4A). DM에

MTA 추출물이 첨가될 경우(MTA 추출물 최종농도 50%),

ProRoot MTA와 MTA-Angleus의 발현 촉진 효과는 없었으며,

Ortho MTA가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유도

하였다. 이는 ALP 활성과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DMP-1은 ProRoot MTA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MTA-Angelus는 mRNA 발현을 저해하였다(Figure 4B). Ortho

MTA는 대조군과 유사한 정도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DSPP와 DMP-1 mRNA는 다른 발현 양상을 보였다. OCN는

시험된 모든 MTA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Figure 4C),

OPN은 ProRoot MTA만이 mRNA 발현을 촉진하였다(Figure

4D). 결론적으로 ALP 활성에 대한 영향 보다는 상대적으로 미

약하나, ProRoot MTA와 Ortho MTA는 치수세포의 odonto-

genic 분화를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실험에는 0-1일간 추출액을 사용하였으므로, 1일 이

후의 추출액을 사용할 경우, ProRoot MTA의 영향은 사라지거

나, 혹은 저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 후, 치수세포

세포외 기질의 mineralization에 대한 MTA의 영향 평가가 필

요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MTA의 macro-

phage 및 치수세포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MTA는 수화과

정을 거쳐 세포독성이 경감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세포독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추

출물을 이용하였을 경우이며, MTA에 직접 세포를 적용할 경

우, 보다 강한 세포독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Macro-

phage의 COX-2 발현에는 MTA가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MTA는 in vivo에서 염증발현이 미약하거나, COX-2를 거치지

않는 염증발현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판되고

있는 MTA는 종류와 추출시기에 따라 치수세포 분화에 대한 영

Figure 4. mRNA expression of DSPP (A), DMP-1 (B), OCN (C) and OPN (D) in HDP cells treated with MTA extract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M and DM are DME media without and with differentiation-inducing factors, respectively. *indi-
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DM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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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다르다. 초기 추출물이 가장 강한 분화 촉진 효과를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ProRoot MTA와 MTA-Angelus는 후기

추출물에서 ALP 활성 저해 효과를 보인다. 향 후 추출시간에

따른 추출물 성분의 변화를 추적하여, MTA의 치수세포 분화유

도 효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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