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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상아질 접착제 종류에 따른 레진 내부적합성의 Micro-CT 평가

    복합레진은 심미적이고 치질과의 접착이 가능하나, 레진의 중합수축과정에서 수

복물 및 치질사이의 미세간극을 유발한다. 수복물의 내부적합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표지자를 침투시켜 시편을 절단한 후 평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은 

시편을 절단해야하고, 반복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며, 절단면에 국한된 부위만 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내부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

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 Micro-CT를 이용한 방법이 소개되었다. 이 실험의 목적

은 상아질 접착제를 종류별로 다르게 사용하여, 내부 적합성의 차이를 질산은 용액과 

Micro-CT를 이용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후 구강내 온도 변화 및 응력을 가한 후

에 내부적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Micro-CT로 전후 비교하였다.

    발치된 건전한 제3대구치 32개를 8개씩 4군으로 나누어 4가지 종류의 primer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1군 : 3 단계 Etch-and-rinse system 인 Scotch bond multi 

purpose사용, 2군 : 2 단계 Etch-and-rinse system 인 Single Bond 2 사용, 3군 : 2

단계 Self-etch system 인 AdheSE 사용, 4군 : 1단계 Self-etch system 인 Xeno-V 사

용. 복합레진을 2층으로 나누어 수복, 광중합 시켰다. 이후 모든 시편에서 Micro-CT

를 사용하여 단면을 촬영하였고, 시편에 5-55℃ 온도변화와 600,000회의 저작력을 가

한 후 같은 방법으로 Micro-CT를 촬영하였다. 각각의 촬영된 이미지에서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한 질산은 용액이 침투된 길이의 백분율을 구하여 그 값을 비교하였

다. 이후 시편의 단면을 직접 절단하고, Rhodamine-B 로 염색한 후 실제 미세누출이 

있는 부분을 Stereoscope 하에서 측정하여 그 미세누출의 백분율을 Micro-CT 에서 측

정된 값과 비교하였다. 

    각각의 방법에서 군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기계적 부하를 가하기 전·후 각각

에서, 미세누출 비교는 Two-way ANOVA 로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는 Duncan 

analysis로 사후 검정하였다. Micro-CT로 측정한 미세누출의 정도와 Stereoscope 하

에서 측정한 미세누출의 정도를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사용하여 상관관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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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시도하였다.

    실험결과 기계적 부하 이전에 내부적합성에 있어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별 차이

는 없으나, 기계적 부하 이후에는 1단계 self-etch primer를 사용한 군에서 다른 군

들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증가된 미세누출을 보였다(p<0.05). 기계적 부하 

이후에 모든 군에서 질산은 용액의 침투가 증가하여, 미세누출이 증가되었음을 확인

하였다(p<0.05). Micro-CT와 질산은 용액에 의해 측정된 미세누출 결과와 Stereo 

scope와 염색약을 이용하여 측정된 미세누출 결과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핵심되는 말 : Micro-CT, 내부적합성, 미세누출, 상아질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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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 접착제 종류에 따른 레진 내부적합성의 

Micro-CT 평가 

<지도교수 : 박 성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한 승 훈

I. 서론

    복합레진은 심미적이고 치질과의 접착이 가능하나, 레진의 중합수축과정에서 수

복물 및 치질사이의 미세 간극을 유발한다. 이 미세간극은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야

기할 수 있다(Bausch등, 1982). 이것은 중합수축 이외에도 수복물에 가해지는 응력, 

상아질 복합레진 접착의 노화, 구강내 온도변화와 저작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Prati

등, 1994). 미세간극은 치아 외부 변연에서의 적합성과 내부적합성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는데, 미세간극에 의해 내부적합성이 저하되면 술 후 민감성이나 저작통

등 임상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Eick등, 1986). 이러한 이유로 치아와 수복물의 내부

계면에서 미세누출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다. 

    수복물의 내부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구강 내에서의 실험적 한계 때문에 발치한 

치아를 수복한 후 실험실에서 시행 되어 왔는데 이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첫

번째, 표지자(methylene blue, rhodamine, erythrosin, silver nitrate등)을 침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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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내부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시편을 절단해야 

하며, 반복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절단면에 국한된 부위만 평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레진 결합면에서 미세누출을 평가하기 위해, 치수에서 결합된 

상아질 표면으로 상아 세관액의 흐름를 측정하여 미세누출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Derkson 등, 1986; Bouillaguet 등, 2000; Del-Nero 등, 2000). 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되는 용액의 양이 매우 작고, 실제 누출되는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이

다. 용액누출이 치질(dental substrate) 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면에서의 누

출량 값이 잘못 증가할 수 있다. 그밖에 치아를 절단해서 레진-치아 결합면을 SEM으

로 보는 방법, Micro permeability test 후 현미경하에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Peliz 등, 2005). SEM 에서의 문제점은 시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조, 절단 시 야기

되는 결손부위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시편을 다루는 술자의 기술에 민

감하다(Alani 등 1997, Heintze 등 2008).

    최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치아내부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 중 수 micrometer의 해상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가상축으로 연속 절단 

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Micro-CT가 사용되고 있다. 치아를 절단하는 방법은 실험실에

서 단 한번 밖에 시행할 수 없으나, Micro-CT 의 경우는 충전 직후,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 어느 시점이라도 반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복물의 내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나 혹은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 및 다른 변수를 변화시켜 비교할 수 있다. 

치아 내부에서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파괴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며 Micro-CT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Micro-CT는 이미

지의  흑화도 값(density)을 측정함으로써 치질과 수복물을 구별할 수 있다. 실험에

서는 질산은 용액을 미세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침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질산은 용

액에서 은(Ag+)이온은 상아질과 레진 결합면 사이를 통과할 수 있으며, 작은 침전물

(inclusion)을 만들어 침전된다. 이것은 Micro-CT 의 X-ray 에 의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Robert De Santis등, 2005). 질산은은 분자량이 매우 작고, 미세간극을 잘 침투

할 수 있다(Eden E등, 2008). Silver staining 은 선명한 SEM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도 도움을 준다(Wu W등, 1983). 수복학 분야에서는 내부 적합성의 평가를 위해 

Micro-CT를 이용한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복합레진의 중합전후 수축량을 

Micro-CT 로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Sun등 (2009), Karaboura등 (2007), Zeiger등 

(2009)에 의한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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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형성한 와동이 단순한 원통형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 

    Micro-CT를 이용한 실험으로, 권과 박등(2012)은 치아 시편에 글라스아이오노머

로 베이스 하여 복합레진 수복한 경우와 복합레진만을 충전한 경우에 대해 내부 적합

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산은 용액을 상아세관을 통하여 상아질-복합레진 

접착계면에 침투시켜, 미세간극 부위에 침투된 질산은 용액의 양을 측정하여 상아질-

복합레진 계면을 Micro-CT 로 관찰하였다. 침투된 질산은 용액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전체적인 내부적합성을 수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글래스아이오노

머 베이스를 적용한 경우, 베이스 하방에서 질산은 침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아질 접착제는 etch-and-rinse system 과 self-etch 

system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tch-and-rinse system 은 인산 산부식 과정과 수세 

후 프라이밍 및 접착제를 도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self-etching system 은 인산산

부식과정과 수세 과정 없이, 산성을 갖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접착제를 도포하는 과

정이 요구된다. 이 두 system에서 모두 프라이밍과 접착제 도포의 과정이 별도로 분

리된 제품군과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는 군이 있는데, 이를 각각 3단계 및 2단계 etch 

-and-rinse system, 2단계 및 1단계 self-etch system 이라고 부른다. 

etch-and-rinse 방법의 경우 법랑질에 대한 확실한 에칭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wet bonding이 임상적 술식에 의해 결합력의 차이가 많고 술후 과민증을 나타내는 경

우가 있어왔다(De Munck등, 2003). Self-etch 방법의 경우 상아질의 과도한 에칭은 

막을 수 있으나, 법랑질에서의 산부식 부족으로 인한 결합력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Devarasa GM등, 2012). 최근 소개되고 있는 1단계 self-etch 방법의 경우 임상적으

로 한번의 처치에 본딩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

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한병에 섞여있음으로서, 구성성분간의 상분리

(phase separation)가 일어난다. 또한 형성된 adhesive layer는 반투과성 막으로 작

용하여 adhesive layer 의 바깥쪽에서부터 수분을 흡수한다. 또한 초기 결합강도가 

2,3 단계 접착제보다 낮다고 알려져 있다 (Van Landuyt등 2009, Sadek등 2005).

    이번 연구의 목적은 상아질 접착제를 종류별로 임상에서의 복합레진의 직접수복 

과 같은 와동형태에서 시행한 후, 내부 적합성의 차이를 질산은 용액과 Micro-C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이후 구강 내 온도 변화 및 응력을 가한 후에 내부 적합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Micro-CT로 전후 비교 하였다. 또한 시편의 절단면을 Rodamine-B를 

침투시킨 후 평가하여 Micro-CT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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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험의 영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별로 내부적합

성의 차이는 없다. 둘째는 온도변화 및 응력을 가한 후에도 내부 적합성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 셋째, silver nitrate 와 micro-CT를 이용하여 내부적합성을 측정하

는 방법과 시편을 자른 후, 염색액을 이용하여 내부적합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결과는 

차이가 없다. 

II. 재료 및 방법

    전반적인 실험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Fig. 1).

Fig. 1. Summary of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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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의 제작 

    치관에 균열이나 우식이 없는, 한 달 이내에 발거된 건전한 사람의 제3대구치를  

고속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치경부에서 치근을 절단하였다. 치관부에는 표준 1급 

와동을 고속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와동의 크기는 교합면에서 B-L 

길이의 1/2, M-D 길이의 1/2 으로 하고, 와동의 깊이는 치수강까지 0.5-1mm 내에 도

달하도록 깊이를 형성하였다. Metal gauge와 구내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와동저가 

치수강과 사이에서 0.5-1mm 이내 상아질이 남도록 치수강 상부에서 균일하게 삭제하

였다. 

 

2. 실험군 분류

   32개의 시편을 8개 씩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군별로 다른 

종류의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한 후, 복합레진 (Tetric N-Ceram,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 으로 충전, 광중합하였다. 

1) 3단계 Etch & Rinse system 사용군

    Scotchbond multipurpose system을 사용하였다(3M ESPE, St Paul, MN, USA).   

와동 내면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37% phosphoric acid(3M ESPE, St Paul, MN, USA)로 

15초간 산처치 하였다. 이후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프라이머를 적용후 dry air 

로 건조하였다. bonding으로 Scotchbond adhesive를 적용하여 LED type 의 광조사기

(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20초간 조사하였다. 복합레

진(Tetric N-ceram)을 2mm 씩 적층법으로 적용한 후 20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로 

광중합 하였다. 마지막 광조사는 40초 간 시행하였다. 

   

2) 2단계 Etch-and-rinse system 사용군

    Single Bond 2를 사용하였다(3M ESPE, St Paul, MN, USA). 와동 내면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37% phosphoric acid 로 15초간 산처치 하고 물로 수세하였다. 이후 젖은

(wet)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아질 접착제인 Single bond 2를 15초간 문지르면서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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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하였다. 5초간 바람으로 건조하였다. LED type 의 광조사기(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10초간 조사하였다. 복합레진(Tetric N-ceram)을 

2mm 씩 적층법으로 적용한 후 20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로 광중합 하였다. 마지막 

광조사는 40초간 시행하였다. 

3) 2단계 Self-etch system 사용군

    AdheSE를 사용하였다(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 와동 내면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AdheSe 프라이머를 법랑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아질로 20초간 적

용하였다. 강한 바람으로 건조시킨 후 AdheSe Bond를 상아질에서 시작하여 법랑질쪽

으로 적용하였다. Bond를 적용 후 약한 바람으로 건조하고,  LED type 의 광조사기 

(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10초간 조사하였다. 복합레

진(Tetric N-ceram)을 2mm 씩 적층법으로 적용한 후 20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로 

광중합 하였다. 마지막 광조사는 40초 간 시행하였다. 

4) 1단계 Self-etch system 사용군

    Xeno V를 사용하였다(Dentsply Caulk,Milford, DE, USA). 와동 내면에 제조사의 

지시대로 Xeno V adhesive를 충분히 적용시킨 후 20초 동안 와동내면을 골고루 문지

른다. 바람으로 5초이상 adhesive 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후 

LED type 의 광조사기(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20초간 

조사하였다. 복합레진(Tetric N-ceram)을 2mm 씩 적층법으로 적용한 후 20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로 광중합 하였다. 마지막 광조사는 40초 간 시행하였다. 

3. 질산은 용액의 적용

    치수강 부위를 17% EDTA 로 5분간 담근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25%의 질산은 

용액에 치아를 위치시킨 후 3.75kPa의 압력을 3일간 가했다. 이전의 권과 박등(2012) 

에 의한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4. Chewing simulator 를 통한 기계적 부하의 적용

    Chewing simulator CS-4.8 (SD Mechatronik, Feldkirchen-Westerha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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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를 이용하여 thermodynamic condition(5-55oC)하에서 5 kgf(49N), 600,000회

의 기계적 부하를 가했다. 8개 chamber 하방의 플라스틱 sample holder에 시편을 자

가중합 레진으로 고정한다. 중합후 수직, 수평적으로 운동을 하여 상부에서 기계적 

부하가 가해져 저작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Fig. 3).

              

 Fig. 2. Chewing simulator                           Fig. 3. Mechanical loading  

5. Micro-CT를 이용한 촬영 및 분석 

    고해상도의 Micro-CT(Model 1076, SkyScan, Aartselaar, Belgium)를 이용하여 

100kV accelating voltage; 100µA beam current; 0.5mm Al filter; 18 µm 

resolution; 360° rotation at 0.5° step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각 시편마다 600~700

장의 image를 총 2회-질산은 용액 적용 후, 기계적 부하의 적용 후-촬영하였고 매 촬

영마다 촬영축의 변화가 없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template를 제작하였다. Image 분

석은 CTAn(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을 이용하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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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of 2D image at CTAn program

    시편마다 촬영된 2D image 중 와동의 근원심 거리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을 기준

으로, 와동의 치수저와 질산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100장 

(18µm×100=1.8 mm)의 image를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같은 시편에서 기계적 부하 전·후의 2D image 선정된 100장의 2D image 중 90µm

간격으로, 20장의 image를 선정하여 와동의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해 141이상의 

index를 가지는 질산은 용액의 침투된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4). 시편마다 평균값

을 구하여 기계적 부하 전·후의 질산은 침투정도를 비교하였다. 레진과 치아의 접합

면에서 질산은이 침투된 부위의 길이의 합을 와동의 베이스 길이로 나누어서 백분율

을 구한다. 이를 %SP 라 명명하였다. 

    %SP (Silver nitrate penetration %) = (질산은penetration 길이/cavity base 의

길이)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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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T image after Silver nitrate infiltration 

       Left : total cavity base

       Right: the length of leakage identified by silver nitrate penetration

6. 시편 절단 후 현미경 관찰

    Micro-CT 촬영 후 각 시편을 아크릴릭 레진에 고정하였다. Low-speed diamond 

disc(500 rpm)를 사용해 와동의 협설측 중앙에 해당되는 곳을 기준으로 1mm 간격으로 

2 sections 하여 근원심 방향으로 절단하였다. 이후 미세간극의 확인을 위해  1% 농

도의 Rhodamine-B 를 24시간 침투시켜, Stereomicroscope (Leica)하에서 X120 비율로 

관찰하여 와동의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해  Rhodamine B의 침투 길이를 측정하

였다. Rhodamine B 가 침투된 길이와 Silver nitrate가 침투된 길이의 합을 구해 이

를 cavity base의 길이로 나누어서 백분율을 구하였다. 이를 %RP라 명명하였다.  

  %RP = (Rhodamine B 침투길이+ Silver nitrate 침투길이)/(cavity base 길이) X100

  

7. 통계 분석

  1) 기계적 부하 전·후의 각 군의 %SP 를 Two-way ANOVA로 비교 분석하였다. 기계적 

부하 전·후 각각에 대한 군 간 비교는  95% 유의수준에서 One-way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Duncan analysis로 사후 검정하였다. 각 군별로 기계적 부하 전·후 차이를 

95% 유의수준에서 Paired T-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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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P를 95% 유의수준에서 One-way ANOVA로 비교 분석하였다. 

  3) 기계적 부하 후의 %SP 와 %RP 를  Paired T-test로 비교하고 그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test 를 사용하여 9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질산은 용액의 침투 

1) 3 steps etch-primer-bond 사용군

    기계적 부하 이전에 미세간극으로 질산은이 침투한 양과, 기계적 부하 이후에 미

세간극으로 질산은이 침투한 양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계적 

부하 이후에 질산은 침투한 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의차 있

게 나타났다. 치수선각 (axio-pulpal line angle) 부위로 미세누출이 큰 것이 관찰되

었다. 또한 치수선각 부위에 adhesive layer가 두껍게 있는 부위도 볼 수 있었다. 다

른 군에 비해 1군내에서는 시편에 따른 미세누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6a. Group 1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6b. Group 1 after mechanical loading 



11

2) 2 steps total-etch system 사용군

    기계적 부하 이전과 이후에 미세간극으로 질산은이 침투한 양은 차이가 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기계적 부하 이후에 레진과 치아사이 계면에서 white opaque line 으

로 질산은이 침투된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치아내부의 pulpal wall 에

서뿐만 아니라 치아 표면에서도 복합레진과 치질사이의 계면에서 미세간극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시편에서는 복합레진과 치아사이에서 명확하게 분리된 

계면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Fig.7a. Group 2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7b. Group 2 after mechanical loading 

3) 2 steps self-etch primer 사용군

    다른 군에서와 유사한 질산은 침투 양상을 보인다. 질산은의 침투 정도는 다른 

군에서와 비슷한 정도이며, 치수선각 부위에서의 침투가 증가되는 특성 역시 비슷하

게 나타난다. 기계적 부하를 받은 측면은 미세누출이 증가된 양상을 보인다. 아래의 

시편의 경우 오른쪽 교두에 기계적 부하가 가해진 경우로 왼쪽 측면에 비해 더 많은  

미세누출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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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a. Group 3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8b. Group 3 after mechanical loading 

4) 1 step self-etch primer 사용군

    기계적 부하를 가하기 전에 질산은 용액의 침투 정도는 다른 군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에 질산은 용액을 침투 시킨 정도를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다른 군 보다 더 많은 침투를 보였다. 와동의 바닥면, 치수선각 부위 뿐 

아니라 치아-레진 결합면 전면에서 미세간극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9a. Group 4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9b. Group 4 after mechanical loading 

    기계적 부하 이전에 질산은 용액의 침투량과 기계적 부하 이후의 질산은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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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06 7 .015 8.567 .000

Intercept 2.986 1 2.986 1685.849 .000

Primer .016 3 .005 2.989 .039

Thermo .083 1 .083 46.910 .000

Primer*Th

ermo
.007 3 .002 1.364 .263

Error .099 56 .002

Total 3.191 64

Corrected 

Total
.205 63

침투량은 차이가 있었다. 기계적 부하를 가한 뒤 질산은 용액의 침투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기계적 부하를 가하기 전 군별 비교에서 모든 군에서 통계

학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 군별 비교에서는 2군과 4군

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4군이 2군에 비해 유의할만하게 증가된 미세

누출을 보였다(Table 1,2, Fig. 10).  

Table 1. Two-way ANOVA results of each group %SP

    Table 1의 Two-way ANOVA 결과에서 보면 재료에서의 유의확률이 0.039로 통계학

적 의미있는 재료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부하 전,후 비교 시에도 

p값은 0.001 이하로 유의성 있게 침투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와 기

계적 부하를 같이 본 결과에서는 0.263 으로 교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계적 부하 전,후의 각 군의 %SP 를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Group 4(Xeno V) 

와 Group 2(Single bond 2) 는 유의확률이 0.027로 0.05보다 작아 유의성 있게 차이

가 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부하 전,후에서 질산은의 침투정도는 차이를 

보였으며, 1단계 self-etch system 이 유의성 있게 미세누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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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

mechanical 

loading

 

Before loading 

%SP

After loading 

%SP

After loading 

%RP

Average SD Average SD Average SD

Group 1 17.6a 6.6 24.1*ab 5.6 35.2a 4.9

Group 2 16.6a 2.6 22.7*a 3.1 34.0a 3.3

Group 3 19.1a 3.5 24.4*ab 4.0 34.3a 3.7

Group 4 18.5a 3.0 29.4*b 3.0 38.7a 3.4

2. 시편의 절단, 염색 후 Stereomicroscope 하에서 관찰 결과

    시편 절단 후 Rhodamine-B 염색하여 Stereomicroscope 하에서 관찰한 결과는  

Mirco-CT 의 미세누출 결과보다 증가되어 나타났다. 2군의 경우 미세누출의 정도가 

Micro-CT 에서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군의 경우 Micro-CT에서는 2군과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

지만,  Stereoscope의 결과에서 4군은 가장 많은 미세누출을 보였음에도 통계적학적

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2. Mean percentage of silver nitrate penetration length to the whole 

pulpal floor (SD : Standard deviation)

%SP means the percentage of silver nitrate penetration

%RP means the percentage of rhodamine-B and silver nitrate penetration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level 

for %SP (before and after loading) and %RP (after loading) in columns.

*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in %SPs compared with before thermo-mechan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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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 of silver nitrate penetration length to the whole pulpal base 

length (%SP).

       *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2 of Micro-CT and Group 4 of 

Micro-CT  in %SP at p<0.05 level. 

    기계적 부하가 완료된 후 Micro CT 로 측정한 미세누출이 백분율과 Stereoscope

으로 측정한 미세누출의 백분율을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Pearson correlation test 의 상관계수는 0.791 으로 Micro-CT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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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미세누출과 치아 절단 후 Stereoscope 으로 측정한 미세누출과는 상관관계가 

높다(Fig. 11).

Fig. 11. Correlation between %SP and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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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이번 실험에서 기계적 부하 이전에는 사용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미세

누출의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계적 부하 이후에는 Xeno V를  

사용한 경우, 미세누출이 유의성 있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부하 이전과 

기계적 부하 이후 레진과 치아 사이의 미세누출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하게 

증가되어 나타났다.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 Micro-CT의 결과는 치아를 절단해서 

stereoscope 하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관성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강 및 치질내의 수분에 의한 가수분해, 온도변화 및 저작압에의한 레진-치질 

결합면의 스트레스 등은 치질에 대한 복합레진의 접착을 약화시킨다(Hashimoto 등, 

2000). 구강내의 환경변화에 의해 레진 접착은 결합면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

행된다. 시간변화에 따른 치아-레진 결합면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보기위해  크게 3가

지 방법 1)용액내 보관, 2)thermo-cycling, 3)thermo-mechanical load cycling 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용액내 보관 방법과 thermo-cycling 은 인공적인 시편 노화

의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De Munck, 2005), thermo-mechanical load cycling은 미세

누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bdalla 등, 1990; Mitsui 등, 2003; Heintze 등, 

2008). 이번 실험은 시간에 따른 레진 결합면의 변화를 보기 위한 방법으로 온도변화

와 기계적 부하를 동시에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레진 중합수축에 의한 미세누출측정은 치아 및 와동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C-factor 에 의한 다른 와동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치아 

모양 및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실험은 표준화된 원통형 와동을 형

성하여 수축량을 비교하였으나(Sun등, 2009), 이번 실험은 실제임상에서 와동형성 후 

직접치아에 복합레진충전을 하는 경우에서의 조건을 재현하여 내부적합성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와동의 모양은 표준1급 와동 형태로 교두 사이 거리의 1/2을 와동의 크기

로, 깊이는 pulpal horn 까지 상아질이 1 mm 남아있을 때를 기준으로 형성하였다. 치

아에 따라 3.5-4.8 mm의 depth를 가지며, C-factor 값은 4.5-7 사이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Micro-CT를 이용하여,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에 따른 내부 적합성

을 기계적 부하를 가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chewing simulator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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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계적 부하를 가하기 전에는 모든 군에서 %SP의 통계학적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

었다. 하지만, 60 만번의 온도변화와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에는 모든 군에서 %SP가  

부하 전보다 통계적 유의차 있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기계적 부하 후에 일부 프라이

머에서 미세누출이 증가한 Class V Resin 실험(Krejci등, 1994)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계적 부하를 가한 뒤에 내부 적합성을 SEM으로 관찰

한 실험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모든 군에서 기계적 부하 후에 미세누출이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고, 몇 가지 프라이머에서는 다른 군보다 더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Roland F등, 2003). 이번 실험에서 온도변화 및 기계적 부하이후 2군의 %SP 가 4군

의 %SP 보다 낮았지만 1,3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1군에서 촬영된 CT를 보면, 미세누출이 시편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계상에서 표준편차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법랑질 산부식시 에칭에 의한 상아질의 손상가능성이다. 다른 하나의 결합 실패 원인

으로는 프라이머 적용전 상아질의 젖음성(wetness)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건조한 상

태의 상아질, 수분이 있는 상태의 상아질, 그리고 과도하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상아

질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시편마다 일정한 젖음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세누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Scotchbond Multipurpose 

는 water base의 상아질 접착제 이므로 프라이머가 두껍게 적용되었을 때, 건조 후에

도 수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결합력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Zheng

등, 2001). 하지만 전통적인 3 단계 상아질 접착제는 각각의 단계별 특성에 맞는 적

용방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 왔다(Peumans등, 2005). 

    2군에서 온도변화 및 기계적 부하 후에는 %S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다른 모든 군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인다. 온도변화 및 기계적 부하 이후의 

%SP가 4군에 비해 적었지만 %RP에서는 다른 군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Single 

Bond 2는 프라이머의 base로 aceton을 사용하는데 수분의 양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tch-and-rinse 타입의 상아질 접착제는 상아질의 젖음성에 따라 민감

하게 반응하며, 상아질에 대한 에칭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에칭에 의해 상아질

의 collagen 주위의 Hydroxyapatite가 손실되면, 이 노출된 collagen이 MMP(Matrix 

Metalloproteinase)의 작용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Pashley D등, 2011). Single 

bond는 Scotch Bond Multipurpose 에 비해서 용액보관(water storage)후에 미세인장

강도가 더 크게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DeMunck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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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은 온도변화 및 기계적 부하 후에는 %SP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계적 부하 전∙후 모두 %SP 가 다른 군과 차이가 없었다. Self-etch 타입의 상아질 접

착제는 Etch-and-rinse system 보다 법랑질 부식에 있어서  단점을 나타낼 수 있다

(Devarasa GM, 2012). 3단계인 Scotchbond Multipurpose와  Single bond 의 비교 연

구에서 법랑질 에칭에 의한 레진 밀폐(peripheral enamel acid-etched resin seal)가 

레진 결합의 장기 내구성에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Gamborgi GP등, 2007). 이것은 

Self-etching 타입의 접착제에서 법랑질 봉쇄가 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기계적 부하가 가해진 경우, self-etch system의 법랑질 

봉쇄는 더 쉽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법랑질 봉쇄가 파괴되는 것과 동시에 혼성층

(hybrid layer)과 adhesive layer에 주기적인 압력(cyclic strain)이 가해져서 혼성

층의 약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랑질에서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상아질 접

착에는 self-etch system이 여러 가지 장점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Van 

Meerbeek B등, 2011).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아질을 탈회시키는 깊이와 프라이머의 

침투 깊이가 동일하므로 술후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Carvalho RM등, 2005). 

Self-etch type 의 상아질 접착제는 기능성 단량체에 따라 결합력 및 물리적 성질이 

달라 질 수 있다. AdheSE의 기능성 단량체는 HEMA를 포함하고 있다. HEMA나 Phenyl-P

의 경우, 수산화인회석의 칼슘에 초기 결합되나 쉽게 탈락된다(Van Meerbeek 등, 

2011). 이것은 10-MDP 를 기능성 단량체로 하는 프라이머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되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군의 Xeno-V는 self-etch type 의 1 단계 상아질 접착제로서 1회 적용 후 광중

합하여 복합레진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기계적 부하 전에는 다른 1,2,3군 과 비

교시 통계적으로 미세누출이 크지는 않으나 기계적 부하를 가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미세누출이 더 증가하여 2군의 single bond 군과 통계적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Single bond는 다른 군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미세누출이 크지는 않으므

로 2군의 Single bond가 뛰어난 것 보다는, 4군의 미세누출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1단계 self-etch 프라이머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Van Landuyt KL등, 2009). 다른 종류의 프라이머에 비해 

nano-leakage가 더 많이 나타나고, 결합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장기 결합내구성

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MA를 많이 포함한 경우 상아질 표면에서 수분을 과도

하게 흡수할 수 있으며, HEMA 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상분리(phase separation)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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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수 있다(Van Landuyt등, 2005). 이와 같은 1단계 self-etch 상아질 접착제의 문

제점으로 인하여 기계적 부하 후 미세누출이 더 크게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치아의 단면을 절단해서 Stereoscope으로 보았을 때, 질산은 용액은 상아세관을 

통해 치아내부로 비교적 균일하게 침투해 있었다. 치아와 복합레진의 경계에서 미세

간극을 확인할 수 없는 부위가 있고, 미세간극으로 질산은이 침투된 부위, 미세간극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위, 치아 절단 시 명백하게 레진과 치아가 분리된 양상이 나

타나는 부위가 있었다. 절단으로 인해 레진과 치아가 분리된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

지 레진과 치아의 연속성을 보이는 부위에서만 미세누출의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결

과적으로 치아 절단 후 측정된 미세누출 부위의 백분율이 Micro-CT에서 측정된 결과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Micro-CT가 미세누출을 모두 감지하지 못한 경우를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이번 Micro-CT 의 해상도는 18 micron 으로 이것보다 작은 미세간

극은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반대로 치아 절단면에서의 미세누출 측정은 치아 

당 2개의 단면에서 측정한 결과로 치아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염색 후 치아를 절단하여 미세누출을 측정한 다른 실험에서 결과를 보면, 

상아질 접착제에 따른 미세누출 정도에서 통계학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보고

가 있다(Banomyong등, 2008). 치아절단 시 레진이 치아에서 떨어진 부위는 제외하였

으나, 인접부위의 미세간극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치아를 절단해서 측

정하는 파괴적 방법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또한, 절단 후 염색약을 사용하여 측정하

는 방법은 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존하게 되므로 미세누출 기준을 일정하게 적

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번 실험의 의의는 실제 임상에서 와동형성 후, 다른 종류의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였을 때 복합레진을 충전하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치아내면에서의 미세누출을 

Micro-CT를 통해서 예상 및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편 내부에서의 미

세간극을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 불투과성의 침투자-이번 실험에서는 silver nitrate-

를 미세간극에 충전시켜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상아세관을 통해 좀 더 쉽

고 균일하게 미세간극을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 혹은 충전이 필요 없는 촬영방법이 

필요하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SS-OCT (Swept Source Optical Coherence 

Tomography)는 laser를 이용, 미세간극에 있는 air의 굴절율 차이로 미세간극을 감지

하여 내부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Micro-CT

와 SS-OCT 를 비교, 이를 응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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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결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Micro-CT를 이용해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에 따른 상아질-복

합레진 접착계면에서 내부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기계적 부하 전 계면에서

의 내부적합성과 기계적 부하 후 내부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내부 적합성의 평가는 

치수저 변연 전체길이에 대해 질산은 용액이 침투된 길이의 비율을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치아절단 후 단면에서의 내부 적합성을 Stereoscope을 사용하여 직접 측정후 

이를 Micro-CT와 비교,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계적 부하 이전에 내부적합성에 있어서 상아질 접착제의 종류별 차이는 없으나, 

기계적 부하 이후에는 1단계 self-etch type인 Xeno V 를 사용한 군에서 다른 군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증가된 미세누출을 보였다. 따라서 기계적 부하 이후에

는 상아질 접착제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p<0.05).

 

2. 기계적 부하 이후에 모든 군에서 내부적합성이 감소되어 미세누출이 증가되었다. 

이것으로 온도변화 및 응력을 가한 후에도 내부적합성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가설

이 기각되었다(p<0.05). 

3. Micro-CT와 질산은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보다 Stereomicroscope와 염색약

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이 모두 더 크게 나타났으며(p<0.05), 두 방법 간에는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Micro-CT와 염색을 이용한 절단법이 유사한 결과를 보임

에 따라 Micro-CT를 이용한 방법이 내부적합성를 평가하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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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During the polymerization, resin shrinkage makes gaps between the tooth and 

composite resin. To evaluate the internal adaptation, We should section the 

tooth after having been infiltrated by kinds of tracers along the interface of 

the resin. Though this method is simple, we have to cut the specimen. Once it 

was sectioned, we cannot evaluate it any more. We can examine the only side 

where the section was done. So we may use Micro-CT, which can be utilized 

non-destructively, to evaluate the internal adaptation of composite resin 

fil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internal 

adaptation using 4 different kinds of dentin primers. Micro-CT was used to 

compare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 cycling was done. 

II. Material and Methods

    Thirty two human third molars were used for this study. All the teeth were 

prepared as typical class I cavity. The teeth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Group 1- 3 steps etch-and-rinse Scotchbond multipurpose system was 

used ; Group 2- 2 steps etch-and-rinse Single bond 2 system was used ; Group 3- 

2 steps self-etch AdheSE system was used ; and Group 4- 1 step self-etch Xe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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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was used. After the primers had been applied to the cavities, composite 

resin were filled and light-cured by two layers. Then, all the samples were 

scanned by Micro-CT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 cycling. For each 

image, the ratio of the length that silver-nitrated was infiltrated to the 

whole pulpal floor length was calculated. Finally, the samples were sectioned 

with microtome and dyed with Rhodamine-B. The cross sections of the specimens 

were examined by stereomicroscope. The parts which actual leakage was shown 

were measured and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the leakage. The leakage 

calculated by Micro-CT and the leakage that were measured by stereoscope were 

compared. 

    Two way ANOVA with a Duncan analysis was used to compare the groups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Pearson correlation test was used to 

evaluate how much the results of Micro-CT and the results of Stereoscope were 

related.

III. Results 

    Before thermo-mechanical load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groups for the length of silver nitrate penetration.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all the specimen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leakage between the cavity floor and the composite resin(p<0.05). Especially, 

Group 4 – one step self-etch system showed the greatest leakag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2 and Group 4. The leakage measured by 

Stereoscope with Rhodamine dye was greater than the leakage measured by 

Micro-CT. Pearson correlation test showed that two methods were highly 

correlated.   

Key words:　Micro-CT, internal adaptation, leakage, dentin pri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