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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레진으로 수복된 치아에 있어서 장기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수복재의 밀봉능력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치과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미세누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질산은용액과 micro-CT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간의 계면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시편 

제작 방법에 변화를 주어 상아세관을 통한 질산은용액의 침투를 통해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계면을 치아의 치수공간으로부터 염색시키는 방법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사람의 소구치와 질산은용액을 이용하여 절편 모양의 시편, 

치관 구조를 지닌 시편과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을 제작하였고, ‘Gap’, 

‘Space’, NaOCl, EDTA, etching, pressure, minus pressure, bonding 등의 여러 조건을 

변화시켜보면서 상아세관을 통해 질산은용액이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로 

침투해 들어가는 정도를 관찰하고 어떤 조건이 연구 목적에 알맞은 것인지 

비교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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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질산은용액은 모세관현상을 통하여 상아세관에 침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aOCl 용액과 EDTA 용액을 전 처치함으로써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에 침투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부가적인 압력을 줄 경우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에 더 잘 침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편 모양의 치아 시편에서 NaOCl 용액과 EDTA 용액의 전 처리와 부가적인 

압력을 준 1.0mm 두께의 시편이 질산은용액의 침투 및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를 염색시켜 관찰하는 조건을 만족하였지만,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의 

형태는 상아세관을 통해 상아질과 복합레진 경계면을 염색시키는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핵심되는    말말말말    :::: micro-CT, leakage, 비파괴적 관찰, 질산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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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 장 호 

    

    

I. I. I. I. 서서서서            론론론론    

    

광중합형 복합 복합레진을 이용한 치아 수복이 일상적인 치과 술식으로 

자리잡고 그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복합레진이 심미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치아에 접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amakrishna 외, 2001). 상아질에 직접 접착한다는 상아질 접착제의 

발전(dentin bonding system)으로 인해 복합레진과 같은 접착성 수복재의 활용이 

늘어나고, 상실되었던 치아의 기능과 심미성을 훌륭하게 재현해 줄 수 있게 

되었다(Meerbeek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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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층(smear layer)을 제거하고 상부의 상아세관을 열어주어(Buonocore 외, 

1955) 상아질과 상아질 접착제 사이의 직접적인 접착을 도모하기 위해 

산부식법이 이용되었지만(Tay 외, 1996), 초기의 상아질 접착제는 그다지 큰 

접착력을 얻을 수 없었다(Pashley 외, 1997). Bowen의 레진에 기초한 여러 

폴리머들은 지나치게 소수성이 강하여 산부식된 관간상아질과 관내상아질의 

콜라겐 구조 안쪽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Nakabayashi 

외, 1982).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결국 HEMA와 같은 폴리머를 탄생시켰고 

(Nakabayashi 외, 1992), 콜라겐 구조와 기계적 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도말층의 apatite 구조와 폴리머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임상가와 연구자들은 하이브리드 

상아질-폴리머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접착력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탈회된 

상아질의 안쪽으로 침투된 모노머가 폴리머화 됨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Smith, 1996). 

 수복된 치아에 있어서 장기간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수복재의 밀봉능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Pashley, 1990). 낮은 분자량을 지닌 

액체가 저작시나 구강내 상태 변화에 따라 수복물과 치아구조물 사이의 

계면으로 침투하게 되면(Davidson 외, 1994, Ciucchi 외, 1997), 박테리아도 침투할 

수 있고 그것은 이차 우식증이나 치수질환, 수복재의 붕괴와 임상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Besnault 외, 2002). 이러한 현상은 ‘누출(leakage)’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micro-leakage’, 또는 ‘nano-leakage’로 불리기도 

한다(Roberto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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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치과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미세누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행해진 연구는 주로 메틸렌블루 용액이나 질산은 

용액 등의 액체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수복물 간 계면의 누출부위를 

염색시키고(Sano 외, 1995) 그 계면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또는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관찰해 왔다(Hashimoto 외, 

2003). 

 하지만, 기존의 현미경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쩔 수 없이 

표면만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며, 전체를 다 파악하고 3차원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serial sectioning을 시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느 한 

부분에 스트레스가 몰려있던 시편의 경우도 시편 절단을 통해 스트레스가 

회복되면 현미경을 이용한 표면 관찰은 원래의 결과보다도 좋은 결과만을 

보이게 할 수 있게 된다(Roberto 외, 2005). 

 따라서, 시편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미세누출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은 micro-computed tomography(micro-CT) 영상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인 관찰을 할 수가 있다(Roberto 외, 2005). 

또한 상아질이 법랑질에 비해 복합레진과의 결합력이 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Sias 외, 2007), 술 후 민감증을 나타낼 수 있는 상아세관액의 이동 

(Itthagarun and Tay, 2000)이나 건조된 콜라겐에서 복합레진의 접착력이 떨어지는 

민감한 조작성(Perdigao 외, 1999)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가부식형(Self-etching) 상아질 접착제가 발전되어 오고 

실험되었으나(Tay and Pashley, 2001), 실제로 상아질과 법랑질이 모두 존재하는 



 ４ 

상태에서의 관찰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상아질과 복합레진 계면의 바깥쪽에서부터 염색 용액을 

침투시켜 관찰하는 방식 외에 치수 공간으로부터 상아세관을 통해 염색 용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법랑질 접착에 의해 측정되지 않았던 

상아질 부위의 미세누출 영역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법랑질과 상아질 사이의 

복합레진 접착력의 차이로 인한 중합수축의 영향도 반영된 상태의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는 micro-CT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의 계면을 

내면으로부터 염색하여 상아질 부위의 미세누출 영역을 관찰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질산은용액과 micro-CT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간의 계면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시편 제작 방법에 변화를 주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아 세관을 통한 질산은 용액의 침투를 통해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계면을 

치아의 치수공간으로부터 염색시키는 방법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５ 

II. II. II. II.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1.1.1. 시편의시편의시편의시편의    제작제작제작제작    

        1.1. 1.1. 1.1. 1.1. 절편절편절편절편    모양의모양의모양의모양의    치아치아치아치아    시편시편시편시편    제작제작제작제작    

치관에 균열이나 우식이 없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발거된 건전한 사람의 

소구치를 생리 식염수에 보관한 후 고속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하여 각각의 치아 

절편을 준비하였다. 

소구치의 치경부에서 치근을 절단하고(그림1-B) 치수각의 남은 부분이 

없도록 고속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해 편평한 치면을 형성하였다(그림1-C,D). 

 

Fig. 1. : Preparation for the toot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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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두께를 지니는 치아 절편의 형성을 위해 치관부를 삭제하였다. 삭제 

도중 Metal Gauge를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였다(그림 2). 

 

Fig. 2. : Mearsurement of diameter of the specimen using Metal Gauge 

 

이렇게 법랑질과 상아질을 지닌 일정한 두께의 치아 시편이 완성되면 

본래의 치관부였던 면을 35% 인산을 이용하여 15초간 산부식 후 세정, 

건조시킨 뒤 복합레진(Heliomolar)을 쌓아 올리고 중합시켰다.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사이에는 일정한 두께를 지니는 공간(Gap)을 형성하거나 상아질 접착제 

없이 상아질과 복합레진이 직접 만나서 생기는 인위적인 공간(Space)을 

설정하였다. 

 

일정한 두께를 지니는 공간(Gap)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아 시편 위쪽으로 

미리 3 mm의 너비를 지니도록 만들어 놓은 post-it(3M)을 접착시킨 후(그림 3-A) 

일부분만 먼저 복합레진을 쌓고 중합시켰다(그림 3-B). 이후 post-it(3M)을 

제거하고 ‘Gap’의 형성을 확인한 후(그림3-C)에 나머지 부분에 복합레진을 

추가로 중합시켰다(그림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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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편이 완성되면 복합레진 수복물 반대편을 제외한 모든 면에 nail 

varnish를 도포하여 염색제가 다른 곳으로부터 침투하지 않도록 한 뒤(그림 3-E) 

밀봉된 필름통에 담았다. 

 

Fig. 3. : Preparation for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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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상아질과 복합레진이 만나는 인위적인 공간(Space)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치아 시편의 본래 치관부였던 을 35% 인산으로 15초간 산부식 및 

세정, 건조 후에 상아질 접착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복합레진 

(Heliomolar)을 중합시켰다. 이후 마찬가지로 복합레진 수복물 반대편을 제외한 

모든 면에 nail varnish를 도포하여 염색제가 다른 곳으로부터 침투하지 않도록 한 

뒤(그림 3-E) 밀봉된 필름통에 담았다. 

    

1.1.1.1.2.2.2.2.    치관치관치관치관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지닌지닌지닌지닌    시편의시편의시편의시편의    제작제작제작제작    

    

치아 절편 모양의 시편 제작에서와 같이 소구치의 치경부에서 치근을 절단 

하고(그림 1-B) 치수각의 남은 부분이 없도록 고속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해 

편평한 치면을 형성 하였다(그림 1-C,D). 치관부에는 제1급 와동을 

형성하였는데, 구내방사선사진 촬영기와 Metal Gauge를 통하여 와동저가 

치근쪽의 절단면과 1.0m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형성하였다(그림 4). 

 

 

Fig. 4. : Confirmation of the thickness of cavity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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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5% 인산으로 산부식 및 세정, 건조 후에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여 

‘Space’를 형성하고 복합레진 수복물의 반대편을 제외한 시편의 모든 부분에 nail 

varnish를 도포한 뒤 밀봉된 필름통에 담았다. 

    

1.1.1.1.3333. . . . 치아치아치아치아    전체전체전체전체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지닌지닌지닌지닌    시편시편시편시편    제작제작제작제작    

 

치관에 균열이나 우식이 없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발거된 건전한 사람의 

소구치를 생리 식염수에 보관한 후 고속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하여 일정 부분의 

치관부를 삭제하였다(그림 5). 협면 법랑질 부위의 치경부 절반을 남긴 높이에서 

편평하게 삭제한 후 치수각이 비춰 보이는 높이까지 추가로 더 삭제를 

하였다(그림6). 남은 상아질은 구내방사선사진으로 확인하면서 1.0 mm 이내의 

두께를 지니도록 하였다. 

 

 

Fig. 5. : After removal of the coronal parts 

Fig. 6. : Preparation of the flat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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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삭제 후 35% 인산으로 15초간 치면을 탈회시키고 세정, 건조 후에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Gap’ 또는 ‘Space’를 형성하고 복합레진(Heliomolar)를 

중합하였다. 고속 #330 바를 이용하여 치수 공간 근, 원심 방향으로 각각 

1개씩의 틈을 만들고 끝부분을 3mm 가량만 남기고 자른 25 gauge needle 

2개(그림 7)를 근, 원심 방향에 하나씩 위치시켰다. 25 gauge needle과 치아 

사이에는 복합레진(tetric flow)을 이용하여 밀봉하고 nail varnish를 도포하였다 

(그림 8). 

준비된 치아의 한쪽 needle에 링거용 호스 30cm와 10ml syringe를 

연결하였다. 

 

 

 

Fig. 7. : Preparation of 25 gauge needle 

Fig. 8. : The whole-tooth-shap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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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다양한다양한다양한다양한    조건을조건을조건을조건을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침투침투침투침투    실험실험실험실험    

    

각각의 시편에 주어진 조건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 The applied conditions and contents 

NaOCl 5.25% 5분 치수강 및 상아세관 내 잔존하는 유기물질 제거 

Etching 35% 15초 치아 시편 제작시 생성되는 도말층 제거 

EDTA 17% 5분 Etching 적용할 수 없는 치아 시편에서 무기물질 제거 

Pressure   밀봉된 필름통에 공기압 적용 

Minus 

pressure   Pressure 반대편 통로를 통해 음압 형성 

bonding   상아질접착제(Excite®)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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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시편에 주어진 조건은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Table 2 : The applied conditions for the Specimens 

 

Table 3 : The applied conditions for the whole-tooth-shaped specimens 

 
 

 

3.3.3.3. micro-CT를를를를    이용한이용한이용한이용한    각각의각각의각각의각각의    치아치아치아치아    단면의단면의단면의단면의    관찰관찰관찰관찰    

 

Micro-CT(Skyscan 1076, Belgium)를 이용하여 각각의 치아 시편의 단면을 

촬영하고(18 ㎛ resolution) DataViewer(Belgium) program을 이용하여 그 단면을 

관찰하였다. 

NaOCl EDTA pressure 압력날짜 Gap Space 치아갯수 
3-1 x x 30cm 높이 x 3days x o 6 
3-2 x x 30cm 높이 x 7days x o 6 
3-3 x x 30cm 높이 o 1hour 3days o x 2 
3-4 x x 30cm 높이 o 1hour 7days o x 2 
3-5 x x 30cm 높이 o 3hours 3days o x 2 
3-6 x x 30cm 높이 o 3hours 7days o x 2 
3-7 o o 30cm 높이 x 3days o x 2 
3-8 o x 30cm 높이 x 3days o x 2 
3-9 x o 30cm 높이 x 3days o x 2 

minus Pressure 

NaOCl etching pressure 압력날짜 절편두께 gap space 치아갯수 비고 
1-1 o o x 3days 1.0mm o x 2 
1-2 o o x 3days 0.5mm o x 1 
1-3 o o x 3days 0.8mm o x 1 
1-4 o o x 5days 1.0mm o x 1 
1-5 o o x 3days 0.8mm x o 1 
1-6 o o x 3days 1.0mm x o 1 
1-7 o o 필름통 3days 1.0mm x o 3 
1-8 o o 필름통 3days 1.0mm x x 3 bonding
2 o o 필름통 3days 1.0mm x x 3 1급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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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치아치아치아치아    절편절편절편절편    모양의모양의모양의모양의    시편의시편의시편의시편의    결과결과결과결과    

        

    치아 절편 모양의 시편에서 나타난 micro-CT의 대표적인 단면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았다(그림 9). 

 

 

 

 

 

 

 

 

 

 

 

 

 

Fig. 9. : Results of the Specimens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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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1>의 1.0 mm 두께의 시편 2개 모두에서 질산은용액은 상아세관을 

최대 0.9 mm의 깊이까지 침투하였지만, 미리 형성해 놓은 ‘Gap’부위에 

성공적으로 이르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편 1-2>와 <시편 1-3>의 시편에서는 각각 0.5 mm와 0.8 mm의 두께를 

질산은용액이 성공적으로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미리 형성해 놓은 

‘Gap’부위를 성공적으로 채우지는 못하였다. 

<시편 1-4>의 시편에서는 1.0 mm 두께를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미리 형성해 놓은 ‘Gap’의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분에서만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편 1-5>와 <시편 1-6>의 시편에서는 각각 0.8 mm와 1.0 mm의 두께를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micro-CT 영상에서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의 계면을 염색하는 양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시편 1-7>의 2개의 시편에서는 질산은용액이 1.0 mm의 두께를 성공적으로 

침투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의 계면을 염색시킴으로써 미세누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 1-8>의 시편에서는 질산은용액이 시편의 일부분에서 상아세관에 

침투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의 계면에 도달하여 일부 계면을 염색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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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치관치관치관치관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지닌지닌지닌지닌    시편의시편의시편의시편의    결과결과결과결과    

    

치관 구조를 지닌 시편에서 나타난 micro-CT의 대표적인 단면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았다(그림 10). 

 

Fig. 10. : Results of the tooth-crown-shaped specimens 

 

 <그림 10>에서의 우측 그림에서 붉은 선으로 나타난 부분의 흑화도를 

DataViewer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치화 시켜보았다(그림 11). 

 

 

 

 

Fig. 11. : Density of the interface between composite and dentin in Fig. 10. 

 

 

 



 １６ 

<시편 2>의 2개의 시편에서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을 통해 1급 와동 하방의 

상아질과 복합레진 계면으로 침투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아질과 복합레진 

사이에는 ‘Space’를 형성하여 주었으나 의도치 않았던 ‘Gap’이 발생하였고, 

질산은용액이 생성된 ‘Gap’을 채우지는 못하였다. 

 

 

3. 3. 3. 3. 치아치아치아치아    전체전체전체전체    구조를구조를구조를구조를    지닌지닌지닌지닌    시편의시편의시편의시편의    결과결과결과결과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에서 나타난 micro-CT의 대표적인 단면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았다(그림 12). 

 

 

 

 

 

 

 

 

 

 

Fig. 12. : Results of the whole-tooth-shaped specimens 

 



 １７ 

<시편 3-1>에서 <시편 3-6>에 이르기까지 압력을 주는 날짜와 음압을 여부 및  

음압 적용 시간의 차이를 주었지만 치수공간을 통해 상아세관으로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시편 3-7>에서 NaOCl 전처리 후 EDTA 처리를 하였을 때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을 통해 약 0.3 mm의 깊이로 침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 3-8>에서 NaOCl 전처리만 시행하였을 경우 질산은용액이 약 0.1 mm의 

깊이로 침투된 것을 확인하였고, EDTA 전처리만 시행한 <시편 3-9>에서는 

상아세관으로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양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모양의 시편 중에는 의도했던 것만큼 상아세관을 

통과하여 상아질과 레진 사이의 공간에 도달했던 시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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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V.IV.IV. 고고고고    찰찰찰찰    

상아질 접착은 법랑질 접착에 비해 더 어려운데, 그것은 법랑질에 비해 

상아질의 표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이다.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onventional tensile test, micro tensile test, shear bond strength test 등 

여러 실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접착 강도와 미세 누출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미세누출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방법이 

많이 소개되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상아질 접착의 미세누출 정도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기 위해 질산은 용액과 micro-CT를 이용한 적절한 실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상아질과 복합레진 수복물 계면에 직접 염색 액체를 

흘려 넣던 방법 외에 치수 공간과 상아세관을 이용하여 내면으로부터 염색 

액체를 흘려 넣는 방법의 가능성과 그 적절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절편 

모양의 치아 시편을 준비하였다 

Fine diamond bur를 이용하여 치근부를 절단하고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치관부에서 일정한 두께를 지닌 절편 모양의 치아 시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양의 시편은 상아질과 법랑질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서, 

차후 상아질 접착제의 결합력 차이에 의해 복합레진 중합 시 발생하는 

복합레진의 수축력에 의해 복합레진과 상아질 접착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등을 관찰할 수 있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치아 절편 모양의 시편을 형성한 뒤 상아질과 법랑질을 15초간 35% 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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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식 후 복합레진을 중합하였다. 상아질과 복합레진 사이의 공간은 ‘Gap’과 

‘Space’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일정한 두께를 지니는 ‘Gap’과 상아질 접착제가 

없는 상태인 ‘Space’의 구분을 한 이유는 질산은 용액이 상아세관을 통해 각각의 

공간에 도달할 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상아세관이 파이프와 

같이 질산은용액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질산은용액은 상아세관을 통과하였지만 

<시편1-1, 1-2, 1-3, 1-4>에서 볼 수 있듯이 ‘Gap’을 모두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 

상아세관이 질산은용액의 이동의 통로 역할은 하지만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고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힘은 <시편 

1-1, 1-2, 1-3, 1-4>에서 보이듯이 상아세관을 파이프처럼 흘러서 통과하여 

인위적인 ‘Gap’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관 현상을 통해 

상아세관을 통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질산은용액의 침투 깊이에 있어서는 <시편 1-2, 1-3, 1-6, 1-7>에서 보이는 

것처럼 0.5 mm와 0.8 mm의 시편에서 뿐만 아니라 1.0 mm 두께의 시편도 

질산은용액이 침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편 1-7>은 질산은용액이 치수공간을 통과하여 복합레진과 상아질 사이의 

‘Space’를 염색시킨 모양을 보여주는데, <시편 1-1, 1-6>등과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공기압을 가해준 <시편 1-7, 1-8>에서 1.0 mm 두께의 시편을 모두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편 1-8>은 상아질접착제(Exite®)를 도포한 

시편으로서, 상아질접착제가 완벽한 밀폐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인공적인 공간을 

형성해 준 앞의 시편들과 비교하여서 negative control 로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일부의 상아세관에서 질산은용액의 침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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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법랑질에 더욱 강력한 접착력을 보이는 상아질접착제의 영향으로 인해 

법랑질에 가장 가까운 상아질 부근에서 상아질접착제의 실패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Space’가 형성되어 그 부분으로 질산은용액이 침투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Nail varnish를 적용하여 시편의 한쪽 면에서만 질산은용액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상아질과 법랑질이 모두 존재하는 시편에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복합레진의 접착력의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Manhart 등, 2001; 

Grobler 등, 2007) 복합레진과 법랑질이 보다 강력한 결합을 할 경우 상아질 

부위의 미세누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랑질에 의해 염색제가 침투하지 못하고 

염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보완법으로서 이번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내면의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면을 염색하여 보기 위함이었다. 

<시편 2>에서는 치관부의 구조를 지닌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였는데, NaOCl과 

EDTA 전처치를 시행하고 밀봉된 필름통 안에서 일정한 공기압을 

유지시켜주었을 경우에 1.0 mm 두께를 침투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 계면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도적인 ‘Space’를 형성해 주었으나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Gap’이 형성되었다. 

<시편 1-8>과 <시편 2>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차후 연구에 있어서 

의도적이지 않은 공간이 형성될 경우 상아세관을 통한 질산은용액의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상아질접착제가 적용된 경우에서도 복합레진과 

상아질접착제의 차이에 따른 계면의 누출 현상이 있을 경우 위의 시편과 같은 

형태로 연구한다면, 그 누출 부위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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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완성 후 질산은용액이 채워진 필름통에 시편을 담그고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질산은용액은 공기 중에 보관할 

경우 증류수가 증발하여 질산은 결정만 남게 되기 때문에 필름통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정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밀폐된 

필름통에 공기를 채운 50ml syringe를 연결하고 syringe를 압축시킨 상태로 일정 

기간 유지시켰다. 이 때문에 정확히 필름통 안쪽에 주어진 공기압을 측정하거나 

일정한 정도로 유지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공기압을 가한 <시편 1-7>에서 명확한 질산은용액의 침투를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압력의 

수치를 알 수 없었으므로, 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압의 수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절편 모양의 시편보다 더 비파괴적인 치아 시편의 제작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전체 치아 구조를 지닌 시편을 제작하였다. 치수강으로부터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면에 이르기까지 상아세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강으로 통하는 

통로를 형성하고 이 통로를 통해 질산은용액을 흘려넣었다. 질산은용액을 담은 

syringe는 치수강보다 30cm 높은 위치에 고정하여서 공기압에 의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 3-1>부터 <시편 3-6>에 이르기까지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을 

침투하지 못하였으나, <시편 3-7>에서는 질산은용액이 0.3 mm의 깊이까지 

침투하였음과 <시편 3-8>에서 침투 깊이가 0.1 mm 이내인 것으로 보아 

치수공간에 NaOCl과 EDTA를 적용시키는 것이 질산은용액의 침투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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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3, 3-4, 3-5, 3-6>은 질산은 용액이 치수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기 

전에 치수공간에 음압을 형성하여 치수공간을 통한 질산은 용액의 침투를 

돕고자 하였으나, 아무 처치도 하지 않은 <시편 3-1, 3-2>와 마찬가지로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으로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음압 형성은 

질산은용액의 침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에서는 성공적으로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면까지 질산은용액이 침투해 들어간 시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NaOCl과 

EDTA를 처리하지 않고 30 cm 높이의 공기압을 주거나 추가적인 음압을 이용해 

보았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침투하지 못하였고, 5.25% NaOCl를 5분간 처리하고 

이어 17% EDTA 용액을 5분간 처리한 뒤에 30 cm 높이의 공기압을 준 경우에 

0.3 mm의 침투 깊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여기서 실험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질산은 용액을 밀폐되지 않은 공기중에 노출시켰을 경우 하루 이내에 

증류수가 증발하여 결정화되어 버렸던 실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에서 30 cm 높이의 압력을 주기 위해 공기중에 매달아놓았던 

질산은용액이 제대로 압력을 주며 치수 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정화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NaOCl과 EDTA용액을 처리하기 전에는 치수공간에 잔존할 수 있는 

치수조직과 smear layer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적절하게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치아 시편의 제작에 있어서 치수공간으로 통하는 

통로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부 시편에서는 치수 공간 상방의 상아질에 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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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로 형성 전에 미리 

방사선 사진을 얻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치관부 절단면과 치수강 

사이의 거리 측정에 있어서 방사선 사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치관부의 평면 

형성 과정에서 치수각이 드러나지 않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심하였지만 일부 시편에서는 치수강이 직접 외부 공간과 교통되어 버리는 

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결국 치아를 절단하지 않고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니는 시편의 제작은 적절한 수준의 조건을 형성해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맞지 않는 형태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을 통과하여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면을 염색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를 지닌 절편 

모양의 치아 시편을 만든 후 NaOCl 용액으로 전처치를 시행하고 외부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치아 시편의 두께는 얇을수록 질산은용액이 상아세관을 잘 침투하겠지만 

최소한 1.0 mm 이상의 치아구조가 존재하여야 복합레진의 중합시 발생되는 

중합수축력에 저항할 수 있어 적절한 실험 모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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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결론결론결론결론    

 

이번 연구에서 50% 질산은용액과 micro-CT를 이용하여 치아 구조의 파괴 

없이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계면에 생기는 누출을 상아세관을 통하여 염색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질산은용액은 모세관현상을 통해 상아세관에 침투할 수 있었다. 

 

2. NaOCl 용액과 EDTA 용액의 전 처치가 질산은용액의 상아세관 침투에 

도움이 되었다. 

 

3. 부가적인 압력을 줄 경우 질산은용액의 상아세관 침투에 도움이 되었다. 

 

4. 절편 모양의 치아 시편에서 NaOCl 용액과 EDTA 용액을 전 처리하고 

부가적인 압력을 준 1.0 mm 두께의 시편이 질산은용액의 침투 및 상아질과 

복합레진의 경계를 염색시켜 관찰하는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였다. 

 

5. 치아 전체 구조를 지닌 시편의 형태는 상아세관을 통해 상아질과 복합레진 

경계면을 염색시키는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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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nondestructive methods for analysis of dentin-composite 

interfaces using micro-CT and a AgNO3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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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Sung-ho Park, D.D.S, M.S.D, Ph.D) 

 

 

 

I. Introduction : The long-term prognosis of a composite-restored tooth is mainly affected 

by the sealing efficacy of the restorative material on the dental structures. Therefore the 

‘leakage test’ is the essential factor to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nondestructive methods to observe 

dentin-composite interfaces using a AgNO3 solution and micro-CT 

 

II. Material and Methods : In this study, about 50 human premolars and a AgNO3 solution 

have been used. 1mm thickness specimen, crown-shaped specimen, tooth-shaped specimen 

was prepared. Each specimen was infiltrated by a AgNO3 solution in various conditions - 



 ２８ 

including ‘Gap’, ‘Space’, NaOCl, EDTA, etching, pressure, minus pressure, bonding - and 

observed by micro-CT. 

 

III. Results : First, the AgNO3 solution was infiltrated by dentinal tubules by capillary action. 

Second, combination of the NaOCl solution and EDTA solution increased the ability of an 

AgNO3 infiltration. Third, external pressure increased the ability of an AgNO3 infiltration. 

Fourth, 1mm thickness specimen with NaOCl, EDTA and external pressure showed 

successful result of AgNO3 infiltration model. Fifth, there was no successful infiltration 

model in tooth-shaped specimen. 

 

IV. Conclusions : In th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AgNO3 solution can infiltrate 

dentinal tubules. Therefore, using an AgNO3 solution and micro-CT is possible to observe 

the dentin-composite interfaces as a nondestructive method under sufficient pressure and 

combined irrigation of NaOCl and EDTA. The 1mm thickness specimen could be a 

experience model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micro-CT, leakage, nondestructive method, silver nitr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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