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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국문국문국문    요약요약요약요약    

 

Gutta-percha cone의 수종의 소독제 처리에 따른 멸균 효과 및   

소독제 처리 후 표면 및 물성 변화 비교 

 

이번 연구는 진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gutta-percha cone에 어떤 종류의 

세균이 오염되었는지 동정한 후 이들 세균의 소독에 효과적인 소독제를 찾고 

소독과정에 따른 gutta-percha cone 표면 및 물성변화를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진료실에 비치된 gutta-percha cone 150개를 수집하여 200 ㎕ PBS 

완충용액에 vortexing 처리한 후 BHI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cone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때 나타난 균을 universal primer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해 동정하였다. 이들 세균에 오염된 

gutta-percha cone을 5.25% NaOCl, 2% chlorhexidine, 75%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과 75% isopropyl alcohol 혼합액으로 1분, 5분, 30분, 60분간 

소독처리하여 BHI 액체배지의 혼탁도와 계대배양으로 멸균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소독제로 5분동안 소독처리한 후 cone 표면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cone의 

소독처리 후 물성의 변화, 특히 인장강도와 연신률을 Instron을 이용해 측정,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진료실에 비치된 gutta-percha cone 150개 중 19.3% 에서 균이 

발견되었으며, PCR을 이용한 균 동정 결과, 모두 Staphylococcus 

계통의 균으로 밝혀졌다. 

2. 동정한 균을 오염시킨 cone에 5.25% NaOCl, 2% chlorhexidine, 75%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과 75% isopropyl alcohol 

혼합액으로 소독한 결과 1 분만에 모두 멸균되는 효과를 보였다. 

3. 5 분간 소독제 처리 후 주사전자현미경 통해 표면을 관찰한 결과 다른 

소독제는 표면의 수축 정도만 나타난 반면, 5.25% NaOCl은 cuboidal 

crystal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cone의 구성성분도 일부 유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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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관찰되었다.    

4. 소독제 처리 후 gutta-percha cone의 물성변화를 평가한 결과 

인장강도는 NaOCl과 증류수에 담근 cone이 소독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p < 0.05), 연신률에서는 모든 군에서 소독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5 ). 

결론적으로 진료실에 노출된 gutta-percha cone에 오염된 Staphylococcus 

균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독제를 통해서도 단시간에 멸균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소독처리과정에 나타나는 cone의 형태적 물리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근관치료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gutta-percha cone, 소독제, 멸균효과, 중합효소연쇄반응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주사전자현미경, 인장강도, 연신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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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금 기 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방 난 심 

 

 

 

I. 서  론  

    

 근관충전은 근관 치료의 마지막 단계로서, 근관 내를 무균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근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Gutta-percha는 약 100년 전부터 근관 충전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그러나 gutta-percha cone의 

제조 과정 중에 세균에 오염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고 (Mongomery 

1971) 임상에서 수 개월간 공기 중에 노출된 gutta-percha cone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cone 자체의 구성 성분에 의한 

항균성 때문에 소독 과정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Moorer 1982, Delivanis et al. 1983) 대개는 근관충전 전에 gutta-

percha cone을 소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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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tta-percha cone의 충전 전 멸균을 위하여 사용되어온 소독제의 

종류는 다양하다. Grossman (1970)은 Metaphen에 1분간 담근 후 alcohol 

에 보관하는 방법을 권장하였고, Linke와 Chohayeb (1983)은 NaOCl, 

Zephiran 및 여러 농도의 H2O2의 소독제가 그람 양성균 및 그람 음성균 

모두에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또 Nicholls (1969)는 60% ethyl alcohol에 

15-30분간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ethylene oxide (EO) 

gas, paraformaldehyde powder (Higgins et al. 1986), formocresol 

(Senia et al. 1975) 등의 소독제나 gamma radiation 등의 사용도 보고된 

바 있다. 최근에는 좀 더 단시간 내에, 다양한 균에 대해 멸균작용을 하는 

소독제를 찾기 위한 여러 실험들이 행해졌고 NaOCl, glutaraldehyde, 

chlorhexidine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queira et al. 1998, 

Cardoso et al. 1999, de Motta PG et al. 1999, de Souza RE et al. 2003). 

그러나 이들 실험은 인위적으로 선택된 세균으로 gutta-percha cone을 

오염시키고 각각의 소독제간에 멸균효과를 비교한 것이어서 실제 임상에 

노출된 cone이 어떤 균에 오염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 균주에 대해 어떤 

소독제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cone의 소독처리 후 나타나는 물성 변화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Moller 등 (1985)은 cone을 70% isopropyl alcohol과 5% 

chloramine, 0.5% Chlorhexidine으로 처리하였을 때 cone의 굴곡강도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여 gutta-percha cone의 물리적 성질이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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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1989) 또한 70% 

isopropyl alcohol과 2.5%, 5% NaOCl 처리가 1일 이후부터는 cone의 

인장강도 및 연신률에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변화된 물성이 

임상에서 근관충전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Short 등 

(2003)은 주사 전자현미경을 통해 NaOCl 은 cone의 표면에 crystal을 

남겨 이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처치가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임상에서 개봉되어 외부 환경에 

노출된 gutta-percha cone에 어떤 균종이 오염되어 있는지 

중합효소연쇄반응법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해 동정하고, 

둘째로 이들 세균에 대해 어떤 소독제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셋째는 소독제 처리 후 cone 표면의 변화를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cone의 소독처리 

후 물성의 변화, 특히 인장강도와 연신률을 측정,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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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Gutta1. Gutta1. Gutta1. Gutta----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의의의의    오염도오염도오염도오염도    측정과측정과측정과측정과 PCR PCR PCR PCR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균균균균    동정동정동정동정    

진료실에 비치된 gutta-percha cone (Meta Biomed Co. CHONG JU, 

Korea) 150개를 수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00 ㎕ PBS 완충 용액이 

담긴 tube에 gutta-percha cone을 1개씩 담아 5분간 vortex 처리한 후, 

gutta-percha cone을 tube에서 건져내고 200 ㎕ PBS 완충용액을 Brain 

Heart Infusion  (BHI)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7°C 항온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현미경을 사용하여 BHI 평판배지에 형성된 집락의 형태를 관찰, 

분류하고 총 세균 수를 개수하여 세균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선택한 세균 집락을 주형으로 하여 시발체, dNTP (Bioneer, Daejeon, 

Korea), Taq-polymerase (Bioneer, Daejeon, Korea), 반응 완충액 및 

증류수를 PCR tube에 함께 넣은 후 thermal cycler (Perkin-Elmer Inc. 

Boston, USA)에서 95°C에서 5분간 초기 변성화, 95°C에서 1분간 

변성반응 (denaturation), 56°C에서 1분간 결합반응 (annealing), 

72°C에서 연장반응 (extension) 과정을 30회 반복하였다. 이 때 세균의 

16S rRNA 유전자를 얻기 위해 보편 시발체 (universal primer: TpU1: 

5´-AGAGTTTGATCMTGGCTCAG-3´, RTU3: 5´-GWATTACCG 

CGGCKGCTG-3´, Bio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다.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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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전기영동을 수행, 확인한 후 PCR purification kit (Bioneer, 

Daejeon, Korea)로 정제하고 자동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해 세균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은 세균의 염기서열을 

nucleotide database (NCBI)의 BLAST program을 이용해 세균 명을 

동정하였다. 

 

2. 2. 2. 2.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소독제의소독제의소독제의소독제의    멸균효과멸균효과멸균효과멸균효과    검사검사검사검사    

위에서 동정한 세균을 BHI 액체배지에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균이 자란 BHI 배지에 EO gas로 소독한 gutta-percha 

cone을 삽입한 후 1일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오염된 gutta-percha cone을 

여과지가 담긴 평판접시에 무균적으로 옮긴 후 실온에서 20분간 건조시켰다. 

각각의 소독제와 증류수에 gutta-percha cone을 1분, 5분, 30분 및 

1시간씩 담가 소독과정을 거친 후 건조시켰다. 소독과정을 거친 cone을 

다시 BHI 액체배지에 삽입한 후 24시간 배양하여 혼탁도를 관찰하였다. 

또한 관찰한 액체배지의 계대배양을 통해서 균의 멸균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소독제로는 5.25% NaOCl, 2% Chlorhexidine, 2% Chlorhexidine와 75% 

isopropyl alcohol (vol 1:1) 혼합액, 75% isopropyl alcohol 및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균을 배양시킨 BHI 액체배지에서 1일 동안 

침전시킨 gutta-percha cone을 소독 처리 없이 그대로 건조시켰다가 

새로운 BHI 배양액에서 24시간 배양한 것이었고, 음성 대조군은 균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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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EO gas로 멸균된 gutta-percha cone을 그대로 BHI 액체배지에서 

배양하였다.  

  

3. 3. 3. 3. 소독제소독제소독제소독제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gutta gutta gutta gutta----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표면의표면의표면의표면의    성상성상성상성상    관찰관찰관찰관찰    

소독제로 처리하지 않은 gutta-percha cone과 4종류의 소독제(5.25% 

NaOCl, 2% Chlorhexidine, 2% Chlorhexidine와 75% isopropyl alcohol  

혼합액 및 75% isopropyl alcohol)에 5분간 담가둔 gutta-percha cone의 

표면을 주사전자 현미경 (X500, X10,000, JSEM-820,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4. 4. 4. 4. 소독제소독제소독제소독제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gutta gutta gutta gutta----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의의의의    물성변화물성변화물성변화물성변화    관찰관찰관찰관찰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5500, Canton, USA)을 이용하여 

소독 처리되지 않은 gutta-percha cone, 4종류의 소독제와 증류수에 5분간 

담가둔 gutta-percha cone의 인장강도와 연신률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군마다 40개의 cone을 사용하였다. 시편의 인장강도와 연신률 측정시 

rubber coating grip을 사용하였으며 cross-head speed는 1.5mm/min였고 

실내온도는 73°F를 유지하였다. Cone의 소독전 후의 물성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method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INC. USA)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값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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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Gutta1. Gutta1. Gutta1. Gutta----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의의의의    오염도오염도오염도오염도    측정과측정과측정과측정과 PCR PCR PCR PCR을을을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균균균균    동정동정동정동정    

진료실에 개봉된 총 150개의 gutta-percha cone 중 29 (19.3%)개의 

gutta-percha cone 표면에서 세균이 검출되었다. Gutta-percha cone 

1개당 총 세균집락 수가 1-10개 나타난 것은 29개 gutta-percha cone 중 

13개 (8.7%), 11-100개의 세균 집락이 발견된 것은 12개 (8%)였으며 

101개 이상의 세균 집락이 발견된 cone은 4개 (2.7%) 였다.  

또한 BHI 평판배지에 형성된 집락의 형태나 색을 관찰한 결과, 각 gutta-

percha cone 당 대부분 1,2 종의 균이 관찰되었다. 이들 집락으로부터 

35개의 PCR 산물을 정제하였고 최종적으로 32개의 세균을 동정하였다. 

대부분 Staphylococcus 계통이었으며 특히, Staphylococcus epidermidis 

(n=20/32, 62.5%) 와 Staphylococcus sp. (n=20/32, 62.5%)가 많았고 

그 외에 Staphylococcus caprae (n=8/32, 25%), Staphylococcus capitis 

(n=4/32, 12.5%) 및  Staphylococcus xylosus (n=1/32, 3.1%) 등이 

발견되었다. . . .     

    

2. 2. 2. 2.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소독제의소독제의소독제의소독제의    멸균효과멸균효과멸균효과멸균효과    측정측정측정측정    

Cone에서 분리한 Staphylococcus 세균으로 gutta-percha con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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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시킨 후 각각의 소독제에 시간 별로 담가 소독과정을 거친 후 나타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5.25% NaOCl, 2% chlorhexidine, 2% 

chlorhexidine와 75% isopropyl alcohol 1:1 혼합액, 75% isopropyl 

alcohol 모두 1분간만 소독해도 멸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액체배지의 

혼탁도 측정뿐 아니라 cone의 계대배양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Table 1. Sterilization effect of the various antiseptic agents after Table 1. Sterilization effect of the various antiseptic agents after Table 1. Sterilization effect of the various antiseptic agents after Table 1. Sterilization effect of the various antiseptic agents after 

inoinoinoinoculation of culation of culation of culation of SSSStaphylococcustaphylococcustaphylococcustaphylococcus    on the guttaon the guttaon the guttaon the gutta----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CHX: 2% Chlorhexidine, Aol: 75% isopropyl alcohol, D/W: Distilled water 

T*: Turbidity, C§: Culture  

Positive control: contaminated cone without antiseptic procedure 

Negative control: No artificially contaminated cone 

chemical agents of decontamination of gutta-percha cones  

5.25% 

NaOCl 

2% 

CHX 

2%CHX 

+75%Aol 

75% 

Aol 
D/W 

Positive             

control 

Negative 

control 

  

T* C
§
 T C T C T C T C T  C T C 

1 min - - - - - - - - + + +  + - - 

5 min - - - - - - - - + + +  + - - 

30 min - - - - - - - - + + +  + - - 

1 hour - - - - - - - - + + +  + - - 



 - 9 - 

    

3. 3. 3. 3. 소독제소독제소독제소독제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gutta gutta gutta gutta----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percha cone 표면의표면의표면의표면의    성상성상성상성상    관찰관찰관찰관찰    

소독제를 처리하지 않은 gutta-percha cone과 비교하면 5분간 2% 

Chlorhexidine, 2% Chlorhexidine와 75% isopropyl alcohol 혼합액, 75% 

isopropyl alcohol 담가둔 gutta-percha cone의 경우 표면이 다소 

주름지고 cone의 장축 방향으로 쪼그라든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표면으로 

다른 물질이 부착되거나 유리되는 형태는 보이지 않았다 (Fig. 1). 그러나 

5.25% NaOCl 에 담갔던 gutta-percha에서는 cuboidal crystal 형태의 

침전물이 표면에 전반적으로 부착되어 있었으며 cone의 결함부위나 주름진 

부분에 특히 더 많이 발견되었다 (Fig. 2a). Crystal이 많이 부착된 부위를 

10,000배로 확대시켜 관찰한 결과 crystal 구조 이외에도 둥근 형태의 

구조물들이 gutta-percha cone의 결함부분에서 다량으로 발견되는데 표면 

결함부분의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gutta-percha cone의 

구성물질이 일부 용해된 양상으로 관찰되었다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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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Fig. 1. ScaFig. 1. Sca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    

percha cone without antiseptic procedure (A), after sterilization with 2% percha cone without antiseptic procedure (A), after sterilization with 2% percha cone without antiseptic procedure (A), after sterilization with 2% percha cone without antiseptic procedure (A), after sterilization with 2%     

chlorhexidine (B), 75% isopropyl alcohol (C), and mixture of chlorhexidine (B), 75% isopropyl alcohol (C), and mixture of chlorhexidine (B), 75% isopropyl alcohol (C), and mixture of chlorhexidine (B), 75% isopropyl alcohol (C), and mixture of     

chlorhexidine and isopropyl alcohol (D). Magnification chlorhexidine and isopropyl alcohol (D). Magnification chlorhexidine and isopropyl alcohol (D). Magnification chlorhexidine and isopropyl alcohol (D). Magnification (X500).(X500).(X500).(X500).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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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Fig. 2.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Fig. 2.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Fig. 2. SEM images of the surface of gutta----percha cone after sterilization with percha cone after sterilization with percha cone after sterilization with percha cone after sterilization with     

5.25% NaOCl.  A cluster of chloride crystals (A) and some dissolved 5.25% NaOCl.  A cluster of chloride crystals (A) and some dissolved 5.25% NaOCl.  A cluster of chloride crystals (A) and some dissolved 5.25% NaOCl.  A cluster of chloride crystals (A) and some dissolved     

component of cone (B) were shown on the surface of GP cone component of cone (B) were shown on the surface of GP cone component of cone (B) were shown on the surface of GP cone component of cone (B) were shown on the surface of GP cone     

(Magnification X500, X10,000)(Magnification X500, X10,000)(Magnification X500, X10,000)(Magnification X500, X10,000). . . .     

    

    

                 

4. 4. 4. 4. 소독제소독제소독제소독제    처리처리처리처리    후후후후 gutta gutta gutta gutta----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percha cone의의의의    물성변화물성변화물성변화물성변화        

소독제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0.2091 ± 0.0147 

MPa, 연신률은 167.9 ± 22.5%였다. 증류수에 5분간 담갔던 군의 경우 

인장강도는 0.2262 ± 0.0172 MPa, 연신률은 227.7 ± 57.7%로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p <0.05). 75% isopropyl alcohol을 처리한 

군은 인장강도에서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신률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 < 0.05). 2% 

chlorhexidine로 처리한 군은 인장강도에서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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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률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p < 0.05). 한편 

chlorhexidine과 isopropyl alcohol을 혼합한 소독제로 처리한 경우에는 

대조군과 인장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신률에서는 다른 

군들보다 현저히 높은 값을 보였다 (p < 0.05).  5.25% NaOCl 처리된 

gutta-percha cone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인장강도와 연신률 을 

나타내었다 (p < 0.05, Table 2 & 3). 

 

Table 2. A tensile strength of guttaTable 2. A tensile strength of guttaTable 2. A tensile strength of guttaTable 2. A tensile strength of gutta----percha cone stored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stored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stored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stored in various antiseptic     

agents for 5 minutes (MPa)agents for 5 minutes (MPa)agents for 5 minutes (MPa)agents for 5 minutes (MPa)    

    

Group Mean (s.d.) 

Control  0.2091 (0.0147)a   

2% CHX 0.2053 (0.0135)a  

75% Aol 0.2124 (0.0176)a   

2% CHX + 75% Aol  0.2169 (0.0159)a,b 

D/W 0.2262 (0.0172)b  

5.25% NaOCl 0.2264 (0.0183)b   

Control ; no antiseptic procedure 

D/W; Distilled water 

2% CHX; 2% chlorhexidine 

75% Aol; 75% isopropyl alcohol 

2% CHX+75% Aol; Mixture of 2% chlorhexidine and 75% isopropyl alcohol 

p-value by one-way ANOVA among groups = 0.0011 

a,b: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uperscript of the value represe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p=0.05 level by multiple comparison using Dunca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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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longation rate change of guttaTable 3. The elongation rate change of guttaTable 3. The elongation rate change of guttaTable 3. The elongation rate change of gutta----percha cone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in various antiseptic percha cone in various antiseptic     

agents for 5 minutes (%)agents for 5 minutes (%)agents for 5 minutes (%)agents for 5 minutes (%)    

    

Group mean(s.d.) 

Control 167.9 (22.5)a   

5.25% NaOCl  216.9 (16.6)b  

D/W  227.7 (57.7)b,c  

75% Aol  249.0 (26.2)c,d  

2% CHX 269.7 (31.9)d 

2% CHX + 75% Aol 326.3 (42.0)e 

Control ; no antiseptic procedure 

D/W; Distilled water 

2% CHX; 2% chlorhexidine 

75% Aol; 75% isopropyl alcohol 

2%CHX+75%Aol; Mixture of 2% chlorhexidine and 75% isopropyl alcohol 

p-value by one-way ANOVA among groups < 0.0001 

a,b,c,d,e: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uperscript of the value represent  

difference between groups at p=0.05 level by multiple comparison using 

Dunca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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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근관 치료 시 근관 내를 무균 상태로 만들고 더 이상의 균의 침투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근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관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근관충전시 무균 상태의 gutta-percha cone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gutta-percha cone이 제조시 아무리 무균 상태라 하더라도 임상에서 개봉 

후 외부와의 노출기간이 길어지면 cone의 오염을 의심하게 된다.  

이번 실험은 gutta-perha cone의 사용 빈도가 높고 cone의 교체율이 

높은 보존과 진료실의 gutta-percha cone 150개를 3개월간 수거하여 그 

오염도 및 오염 균을 동정하였다. 개봉 직후의 10개의 용기에서 총 30개의 

cone을 수거하여 오염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무균 상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료실에 노출된 150개의 gutta-percha cone에서는 19.3%에서 

균이 발견되었고 cone 한 개에서 분리된 총 세균의 수가 100개가 넘는 

경우도 전체의 2.7% 였다.   

평판배지에 형성된 세균 집락의 형태를 관찰하여 분류해보면 gutta-

percha cone 1개당 대부분 1, 2종류로 비슷한 균들이 발견되었고 이들 

세균의 16S rR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동정해본 결과, 모두 

Staphylococcus 계통의 세균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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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phylococcus는 그람양성 구균으로서, 정상 상주균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와 주요 병원균인 Staphylococcus aureus가 대표적이다.  

Staphylococcus epidermidis는 정상인들의 피부나 호흡기 점막에 정상으로 

상주하는 균으로 일반적으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Staphylococcus aureus는 피부감염이나 병원 내 감염의 원인이며 다양한 

항생제에 대하여 내성을 보이는 병원균이다. 이번 세균 동정에서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가 주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정상인에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역이 억제된 환자나 원래의 정상 

상주균으로 분포하는 위치가 아닌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수가 갑자기 

증식하였을 때, 종종 이식한 medical device와 관련되어 기회 감염균으로 

작용,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들 세균이 부착, 증식하면서 

biofilm를 만들고 기존의 다른 세균들과 mixed cell aggregate를 형성하면 

병소가 치유되지 않고 근관 치료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Takemura et 

al. 2004, Noiri 2002). Takemura 등(2004)은 과충전된 gutta-percha 

cone이 병소의 조직액에 노출될 경우, 근관 내 잔여 세균이 조직액의 

단백질이나 당단백 성분에 의해 cone에 부착, biofilm을 형성하고 

extraradicular infection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 

세균이 근단부 밀봉이 깨진 상태에서 상아질 세관에서 흘러나온 균만이 

아니라 cone 자체의 오염에 의한 균이라도 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전의 다른 연구보고에서도 과충전된 gutta-percha cone의 biofil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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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부분을 관찰해보면 biofilm의 기저부에는 여러 구균들이 발견되어 초기 

biofilm 형성에 구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Noiri 2002). 따라서 정상 상주균으로 알려진 균이라도 많은 수가 원래의 

위치가 아닌 근단부에 위치하면서 기회감염균으로 증식 번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Moorer등 (1982)은 gutta-percha cone의 zinc oxide component 

자체가 항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Delivanis등 (1983)은 깨끗이 

소독된 근관 내에 Streptococcus spp. 로 오염시킨 gutta-percha cone을 

넣어 충전한 후 1개월 뒤 근관 내에서 Streptococcus spp. 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gutta-percha cone의 소독이 절대적인 과정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근관 내의 무균상태의 중요성과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진료실에 노출된 cone의 오염실태를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기대한다면 근관 충전 시 gutta-percha cone을 소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소독제의 멸균력을 측정한 실험 결과 증류수를 제외한 4 종, 모두에서 

1분간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멸균효과가 있음을 혼탁도 관찰과 계대배양을 

통해 확인하였다. 5.25% NaOCl의 멸균 효과에 대해서는, 이전 보고에서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Bacillus subtilis spore, 

Enterococcus faecalis, Candida albicans, Streptococcus mutans 등의 

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키고 이를 소독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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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로 보고된 바 있다 (Siqueira 1998, Cardoso 1999, de Motta PG 

2001, de Souza RE 2003). 즉 1분간의 짧은 소독만으로도 5.25% NaOCl 

이 세균뿐 아니라 포자까지 박멸되었는데 이는 이번 실험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NaOCl의 항균 효과는 강력한 산화제인 활성화 염소가 

유리되면서 세균의 functional sulfhydryl group을 비활성화시키고 염화 

화합물 자체가 포자의 발아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Dychdala et al. 1991) 그 우수한 멸균 효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근관 

충전 전 cone을 소독하도록 추천되어 왔다 (Senia 1975, Siqueira 1998, 

Cardoso 1999, de Motta PG 2001, de Souza RE 2003)  

 하지만 NaOCl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체조직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다른 소독약제의 효과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Cardoso 

1998). 이번 실험에서는 의료용 소독제로도 많이 사용되는 75%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 그리고 외과 수술 전 skin preparation agent로 

사용하는 75% isopropyl alcohol과 chlorhexidine 혼합액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관찰하였는데 이들 모두 1분만에 완전히 멸균되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된 균이 Staphylococcus spp.으로, 강력한 

소독제를 필요로 하는 포자 형성균이나 두꺼운 지방층을 가진 진균, 외피를 

지니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등과 달리 낮은 수준의 소독처리로도 멸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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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illus subtilis spore를 이용한 실험 (Siqueira 1998)결과와 다르게 70%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 만으로도 100% 멸균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소독제 처리 후 gutta-percha cone의 표면을 관찰해보면 개봉한 직후의 

cone에 비해 소독처리를 한 cone은 표면이 다소 주름진 형태를 보였으며, 

NaOCl의 경우는 저배율에서도 표면에 다양한 정도로 cuboidal crystal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hort 등(2003)은 SEM study와 elemental 

analysis machine을 통해, 이 crystal이 NaOCl에서 기원한 chloride 

crystal 임을 밝혔다. 그들은 chloride crystal이 임상적으로 gutta-percha 

cone 충전시 근단부 밀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밀봉을 깨뜨려 근관치료 예후에 나쁜 영향을 줄지, 아니면 남아있는 

chloride가 유리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줄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흥미를 끄는 소견으로 NaOCl로 처리한 cone의 고배율에서 다른 

소독제를 처리한 것과 다르게 crystal 뿐 아니라 cone의 조성물질로 보이는 

둥근 형태의 구조물질이 crystal 밑에서 유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소독제 중 alcohol 성분이 gutta-percha cone의 resin, wax 

같은 organic compound를 용해시켜 cone 구조를 바꾸고 그로 인해 

bacteria나 spore의 부착이 줄어들 수 있다(Siqueira 1998)고 하였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NaOCl도 단시간의 소독과정에서도 cone을 구성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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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유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유리되는 성분과 기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Gutta-percha cone의 물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cone의 구성 성분 

함량, 보관 조건 및 소독제의 표면처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Friedman 

등(1975, 1977)은 gutta-percha cone에서 zinc oxide의 함량이 많을수록 

인장 강도가 감소하고 딱딱해진다고 하였고 gutta-percha의 양에 따라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오랜 기간 공기 중에 노출된 

경우에는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딱딱해지며 자연광이나 인공광 

하에서는 산화작용이 더욱 잘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Friedman et al. 

1975, Johansson 1980). 소독제에 의한 물성 변화를 살펴본 이전의 

실험으로는, Moller 등(1985)이 70% isopropyl alcohol, 5%Chloramine, 

0.5% chlorhexidine을 사용하여 gutta-percha cone의 굴곡실험을 한 결과 

처음 한달 내에 강직성(stiffness)의 감소함을 관찰하였고, 이(1989)의 

실험에서는 70% isopropyl alcohol, 25%, 5% NaOCl을 이용하여 인장강도 

및 연신률 측정을 한 결과 alcohol은 인장강도가 차츰 증가하고 연신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NaOCl은 농도에 관계없이 인장강도가 감소하고 

연신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소독제의 처리가 

gutta-percha cone의 인장 강도와 연신률 등의 물리적 성질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NaOCl을 사용한 결과는 이(1989)의 실험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소독기간이 5분이었던 이번 실험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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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989)의 경우 소독제에 담근 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로 장시간 

소독처리에 따른 cone의 물리적, 화학적 변성이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Valois(2005)는 atomic force microscopy를 통해서 

1분 동안의 5.25% NaOCl 처리로도 gutta-percha cone의 탄성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 임상에서 약 5분간의 소독과정으로 야기되는 cone의 인장강도나 

연신률 등의 물성변화는 충전 시 cone의 조작 과정에 영향을 주어 

근관치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연신률이 높은 cone의 

경우는 연성이 뛰어나 spreader를 이용한 가압시 같은 응력으로도 불규칙한 

근관의 형태대로 cone 자체의 형태변화가 더 잘 일어나고, cone 사이를 더 

치밀하게 압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탄성계수나 압축강도 등 

cone의 다른 물리적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소독처리를 통한 cone의 

물성변화가 실제로는 lateral condensation이나 vertical condensation 후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향후 추가적인 임상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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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gutta-percha cone에 어떤 

종류의 세균이 오염되었는지 PCR을 이용해 동정한 후 이들 세균의 소독에 

효과적인 소독제를 찾고 소독과정에 따른 gutta-percha cone 표면 및 

물성변화를 비교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5. 진료실에 비치된 gutta-percha cone 150개 중 19.3% 에서 

균이 발견되었으며, PCR을 이용한 균 동정 결과, 모두 

Staphylococcus 계통의 균으로 밝혀졌다. 

6. 동정한 균을 오염시킨 cone에 5.25% NaOCl, 2% 

chlorhexidine, 75%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과 75% 

isopropyl alcohol 혼합액으로 소독한 결과 1 분만에 모두 멸균되는 

효과를 보였다. 

7. 5 분간 소독제 처리 후 주사전자현미경 통해 표면을 관찰한 

결과 다른 소독제는 표면의 수축 정도만 나타난 반면, 5.25% 

NaOCl은 cuboidal crystal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cone의 

구성성분도 일부 유리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8. 소독제 처리 후 gutta-percha cone의 물성변화를 평가한 

결과 인장강도는 NaOCl과 증류수에 담근 cone이 소독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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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고 (p < 0.05), 연신률에서는 모든 

군에서 소독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5 ).  

 

결론적으로 진료실에 노출된 gutta-percha cone에 오염된 

Staphylococcus 균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독제를 통해서도 

단시간에 멸균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소독처리과정에 나타나는 

cone의 형태적 물리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근관치료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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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f rapid-sterilization effect and 

 the physical changes of gutta-percha cones soaked 

 in four antiseptic solutions  

 

Nan-Sim Pa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Yeon Kum) 

 

 

Ⅰ.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identify the microbial species 

on gutta-percha cones exposured at the outpatient clinic using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secondly to evaluate the sterilization 

effect of four antiseptic solutions. It also evaluated the changes of surface 

texture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gutta-percha cones after 5-min 

soaking in four antiseptic solutions.  

 

Ⅱ. Materials and Methods  

 150 gutta-percha cones from outpatient clinic were randomly selected for 

microbial detection using PCR assay with universal primer. After 

inoculation on the sterilized GP cones with the same microorganism 

identified by PCR assay, all GP cones were soaked in 4 different antiseptic 

solutions (5% NaOCl, 75% isopropyl alcohol, 2% Chlorhexidine, and the 

mixture of 75% isopropyl alcohol and 2% Chlorhexidine) for 1, 5, 30, and 

60 minutes. The sterilization effect of the antiseptic solution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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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surface textures were evaluat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rate of the GP 

cones were also measured using an Instron 5500 set at 1.5 mm/min cross-

head speed before and after 5 min-soaking in the antiseptic solu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Ⅲ. Results  

1. 29 of 150 cones were contaminated (19.3%) and mainly with 

Staphylococcus .  

2. All antiseptic agents were effective in sterilization with just 1 minute 

soaking.  

3. On the SEM pictures of the 5% NaOCl-soaked group, a cluster of 

sodium-chlorite crystals on the surface of GP cone was shown.  

4. The tensile strength of 5% NaOCl-soaked cone was significantly larger 

(p<0.05), and the elongation rate was larger in all antiseptic solution 

groups compared to fresh GP cone (p<0.05).  

 

Ⅳ. Conclusion  

 Our present data demonstrate that all antiseptic solutions are useful for 

rapid-sterilization of gutta-percha cone before obturation. Further 

research on the rapid-sterilization technique, however, should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clinical relevance of the changes of physical 

properties on gutta-percha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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