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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종의 실러를 이용한  

single-cone 충전법의  

미세누출과 체적변화에 대한 연구 

 

홍 석 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과보존학 전공 

(지도교수 손 원 준)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고안된 유체침투측정기기를 이용해서 

변형수직가압법과 single-cone 충전법의 미세누출을 나노단위로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충전 1일 후와 8주 후 single-cone 충전군

의 부피를 미세 컴퓨터단층촬영기로 관찰하여 실러에 따른 체적변

화를 비교 분석 하였다. 

 

방 법 

 56개의 인간의 발치된 상악 대구치의 구개측 치근을 이용하였다. 

Glide path를 ProGlider(Dentsply)를 이용해서 만든 후 WaveOne 

Gold Primary(Dentsply) 로 근관성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Protaper NEXT X4(Dentsply)를 이용하여 치근단부를 형성하였다. 

각 시편을 4그룹의 실험군(n=13)과 2그룹의 대조군(n=2)으로 임

의 배정하였다.  

Group CW(n=13) 는 AH plus(Dentsply)와 변형수직가압법을 



이용하여 근관충전 하였다. Group AH(n=13)는 AH plus와 

single-cone충전법을 이용하여 근관 충전하였다. Group GF(n=13)

는 GuttaFlow2(Coltene Whaledent)와 single-cone충전법을 이용

하여 근관충전 하였다. Group ES(n=13)는 Endoseal 

MTA(Maruchi)와 single-cone 충전법을 이용하여 근관 충전 하였

다. 모든 시편은 마스터 콘으로 .06 taper #40 거타퍼차(Meta 

Biomed, Chungju, Korea)를 사용하였다.  

 충전 24시간 후 백악-법랑경계 부위에서 치근 부위를 자르고 구

개 치근을 미세 컴퓨터단층촬영기(SkyScan1172)를 통해서 

single-cone 실험군을 촬영하였다. 이 후 모든 시편을 5ml 

phosphate buffering solution에 8주 동안 보관하였다. 8주 후 다시 

미세 컴퓨터단층촬영기를 통해 실험군을 촬영 후 Mimics®, 3-

matic®(Materialise)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 후 

체적변화를 계산하였다.  

이 후 치근의 길이를 10mm로 통일 하고, 치근단 2mm를 제외한 

부위를 아크릴릭 레진과 메니큐어로 어떤 액체도 통과하지 못하도

록 밀폐하였다. 시편을 유체침투장비(Nanoflow, IB systems)에 금

속 튜브와 실리콘튜브로 연결하여 70cmH2O의 정수압으로 측정 시

작 15분에서 30분까지의 미세누출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체적변화량 및 미세누출값은 95% 신뢰구간으로 Kruskal-Wallis 

시행 후 Mann-Whitney U post hoc test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시

행하였다. (SPSS statistics data editor version 20, IBM, NY, USA) 

 

결 과 

 평균 미세누출 값을 비교하였을 때, 변형수직가압법으로 충전한 

Group CW는 0.0728±0.0281nl/min/cmH2O, single cone으로 충



전한 Group AH, Group GF 및 Group ES는 각각 0.0281±

0.0208nl/min/cmH2O, 0.0885±0.0440nl/min/cmH2O, 0.0950±

0.0544nl/min/cmH2O 값을 보였다. Group AH의 미세누출값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 < 0.05), 나머지 세 그룹은 차이가 

없었다(p > 0.05). 음성대조군은 0.0004nl/min/cmH2O 의 값을 보

였고, 양성대조군은 유체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해당 구간(15

분-30분) 내에서 본 실험 장비가 측정 할 수 없었다. 

평균 체적변화를 비교 하였을 때 Group AH는 -1.99±2.37%, 

Group GF는 3.75±3.71%, Group ES는 1.51±1.16%의 값을 보

였다. Group AH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수축하였고(p < 0.05), 

나머지 두 group은 유의한 차이 없이 팽창하였다(p > 0.05). 

 

결 론 

나노리터단위의 자동화된 유체침투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single-cone을 이용한 충전은 사용한 실러에 따라 변형수직가압법

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밀폐 능력을 보인다. 미세 컴퓨터단층촬영

으로 조사한 체적변화는 레진 계열 실러를 사용한 실험군이 실리콘, 

calcium-silicate 계열 실러를 사용한 실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수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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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의 실러를 이용한 single-cone 충전법의 

미세누출과 체적변화에 대한 연구 

 

 

Ⅰ. 서론 

 

근관치료의 목표는 근관 내에 있는 유기물이나 박테리아를 제거하

기 위해 근관 성형 및 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깨끗해진 근관을 충

전을 하는 것이다(1). 치료의 마지막 과정인 근관 충전은 세균의 침

투 및 집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관을 밀폐해야 한다(2). 이런 

밀폐를 달성하기 위해, 거타퍼차와 실러의 조합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다. 거타퍼차는 조작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며 투

과성이 없는 재료로 여겨지고 있지만, 근관 내의 모든 곳에 침투할 

수 없으며 충전 방법에 따라 기포를 형성하기도 한다(3). 실러는 이

런 기포나 부근관, 혹은 근관 내의 불규칙한 공간을 충전하는데 도

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술식의 간단화와 좋은 임상적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래 전부터 다양

한 충전법들이 소개되어 왔다. 측방가압법, 수직가압법, 변형수직가

압법, 열연화충전법, single-cone 충전법, paste 충전법 등이 있는

데, 이 중 특정한 방법이 우수한 밀폐 능력을 가진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4-6). 그 중 오래전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single-cone 충전법은 근관 성형법 및 재료의 발달에 따라 최근 

재조명되었는데, 이것은 성형한 근관을 그에 상응하는 거타퍼차 콘 

하나를 넣고 나머지 부위는 실러로 밀폐하는 쉽고 빠른 술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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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brough 등은 측방가압법을 비교한 실험에서 적절한 크기의 마

스터 콘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측방가압법과 유사한 충전의 질을 

보인다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으며(7), 다른 연구에서도 

유체침투측정법을 이용해서 single-cone 충전법과 측방가압법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8).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

는데, Pommel 등은 single-cone 충전법이 가장 높은 미세누출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사용한 실러에 따른 수축 및 기포가 있을 수 있

다고 하였다(9). 이렇듯 single-cone 충전법은 사용한 실러 및 실

험 방법에 따라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며, 이는 기존의 미세누

출측정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0). 따라서 보다 신

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single-cone 충전법의 밀폐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관치료된 치아의 장기간 내구성 및 안정성을 위해 적은 미

세누출뿐 만 아니라 충전제의 적절한 체적안정성이 중요하다. 거타

퍼차는 일정한 온도에서 체적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인 물질이라

고 여겨지며, 사용한 실러에 따라 근관 내부를 차지하고 있는 충전

제의 부피 변화가 야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적절한 실러의 팽창

은 상아세관으로 침투를 돕고 충전제 내부의 기포를 줄여서 더 나

은 밀폐 능력을 보여 줄 수 있지만(11), 너무 많은 팽창은 치근 파

절을 유발한다고 보고되었으며(12), 너무 많은 수축 또한 미세누출

을 증가시킬 것이다(9). 특히 single-cone 충전법은 근관 내에 실

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충전법보다 높기 때문에 근관 내에 있

는 충전제의 체적변화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실

제로 치아의 근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체적변화를 갖게 되는지 3차

원적으로 조사하여 발표된 논문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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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고안된 나노 단위의 자동화된 

유체침투기기(Nano-flow, IB system)를 이용해서 single-cone 

충전법의 미세누출를 분석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미세 컴퓨터단층

촬영분석을 통하여 single-cone 충전군의 체적변화를 측정하는 것

이다. 귀무가설은 사용한 실러에 따라 미세누출과 체적변화의 유의

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Ⅱ. 재료 및 방법 

 

근관 성형 및 충전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의학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IRB No. S-D20160011). 다양한 

이유로 발치된 56 개의 인간의 상악 대구치를 이용하였고, 이들 중 

근관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백악-법랑 경계부 하방에 파절, 충치, 

치근흡수가 있는 치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치근 형태는 분산된 

형태였다. 발치 후 thymol 에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잔존 

치주조직을 제거하고 0.1% thymol 용액에 25 C 로 6 개월 이하 

보관하였다. 이 후 각 치아의 백악-법랑 경계부를 저속 다이아몬드 

톱(NTI-Kahla Gmbh, Kahla, Germany)으로 잘라서 치관 부위를 

제거하였다. 

구개측 치근에 실험을 위한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는데, 백악-

법랑경계부부터 #10 K-file (Mani, Tochigi, Japan) 이 치근첨에 

나타나는 길이를 육안으로 측정한 후 그보다 0.5mm 짧게 근관장을 

설정하였다. Glide path 를 ProGlider (Dentsply Maill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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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igues, Switzerland)를 이용해서 만든 후 WaveOne Gold 

Primary(Dentsply Maillefer, Ballaigues, Switzerland) 로 

근관성형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Protaper NEXT X4(Dentsply 

Maillefer, Ballaigues, Switzerland)를 이용하여 근단부를 

성형하였다. 기구를 사용할 때 마다 2ml 3.25% 

차아염소산나트륨을 27 게이지 바늘을 가진 주사기를 이용하여 

근관을 세정하였으며, #10 K-file 을 이용하여 근단공 개방을 

확인하였다. 근관 성형 후 최종적으로 1ml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 하였고 멸균된 페이퍼포인트(DiaDent, Cheongju, Korea)를 

이용해서 건조하였다. 이 후 각 시편을 4 그룹의 실험군(n=13)과 

2 그룹의 대조군(n=2)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Group CW(n=13):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AH plus(Dentsply, DE 

Trey, Konstanz, Germany)의 paste A와 paste B를 동일한 비율

로 섞은 후 #10 K-file을 이용해 근관장 길이만큼 근관에 넣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적용하였다. 마스터 콘인 .06 taper #40 

거타퍼차(Meta Biomed, Chungju, Korea)의 하방 1/3 부위에도 실

러를 얇게 도포 후 근관에 넣어서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다(single-

pumping motion). 이 후 거타퍼차 마스터 콘은 Duo alpha(B&L, 

Ansan, Korea)로 근단공으로부터 4mm 높이에서 수직적 가압하여 

절단하였고, 상방 부위는 Duo beta를 이용하여 충전하였다. 근단공

으로 빠져 나온 실러는 거즈로 닦아 내었다. 

Group AH(n=13):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AH plus(Dentsply, DE 

Trey, Konstanz, Germany)의 paste A와 paste B를 동일한 비율

로 섞은 후 #10 K-file을 이용해 근관장 길이만큼 근관에 넣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적용하였다. 마스터 콘인 .06 tape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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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타퍼차(Meta Biomed, Chungju, Korea)의 하방 1/3 부위에도 실

러를 얇게 도포 후 근관에 넣어서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다(single-

pumping motion). 이 후 삽입한 마스터 콘을 근관 입구 높이에서 

수직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가열한 플러거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근단공으로 빠져 나온 실러는 거즈로 닦아 내었다. 

Group GF(n=13): GuttaFlow2(Coltene Whaledent, Alstatten, 

Switzerland)를 자동혼합주사기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 #10 K-file

을 이용해 근관장 길이만큼 근관에 넣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서 적용하였다. 마스터 콘인 .06 taper #40 거타퍼차(Meta 

Biomed, Chungju, Korea)의 하방 1/3 부위에도 실러를 얇게 도포 

후 근관에 넣어서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다(single-pumping 

motion). 이 후 삽입한 마스터 콘을 근관입구 높이에서 수직적 압

력을 가하지 않고 가열한 플러거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근단공으

로 빠져 나온 실러는 거즈로 닦아 내었다. 

Group ES(n=13): Endoseal MTA(Maruchi, Wonju, Korea) 제품

의 주사기 첨부를 치관부 1/3에 넣고 가벼운 압력으로 도포하였다. 

이 후 제조사에 지시에 따라 핀셋으로 마스터콘을 잡고 초음파 진

동을 15초 가하였다. 이 후 삽입한 마스터 콘을 근관입구 높이에서 

수직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가열한 플러거로 제거하였다. 근단공으

로 빠져 나온 실러는 거즈로 닦아 내었다. 

Group PC(n=2): 양성 대조군으로 근관을 충전하지 않았다. 

Group NC(n=2): 음성 대조군으로 Group CW 와 같은 방식으로 

충전 후 근단공을 메니큐어로 밀폐하였다. 

 상기 group 에 대한 것은 Table 1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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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충전을 마친 치아들은 Fuji II LC(GC, Oyama, Japan)로 

백악-법랑경계와 근관입구 사이를 밀폐하였다. 근관충전한 

시편들은 모두 치근단 상방 2mm 까지 메니큐어를 도포하였다.  

 

미세 컴퓨터단층촬영 

충전한 시편을 실러가 굳을 때까지 37C, 100% 습도 하에 

24 시간을 기다렸다. 이 후 충전한 single-cone 실험군(Group AH, 

Group GF, Group ES)의 시편 상방을 접착액으로 미세 

컴퓨터단층촬영기 (SkyScan1172, SkyScan, Belgium)의 부착기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편을 촬영기의 180 수직회전축과 0.4의 

단일회전단계의 조건하에서, 4 ㎛ 픽셀의 해상도와 1000-TIFF 

상을 나타내주는 2000x2000 픽셀 단위로 촬영하였다. 촬영 후 

모든 시편을 5ml phosphate-buffering solution (PBS)에 37C 로 

8 주 동안 보관하였다. 8 주 후 다시 미세 컴퓨터단층촬영기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였고, NRecon1.6.2.0 (SkyScan, Belgium) 

소프트웨어를 통해 단층 데이터를 얻었다. 이 데이터를 

Mimics®(Materialise Interactive Medical Image Control System 

Software)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 차원으로 재구성하였는데, 

회색조 역치 값을 실러와 거타퍼차(12000 부터 최대의 회색조 

값)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mask 를 구해서 재건하였다. 이 

재구성된 상을 3matic(Materialise N.V., Leuven, 

Belgium)소프트웨어에서 N point registration, global 

registration 으로 24 시간 후 촬영한 상(V0)과 8 주 후 촬영한 

상(V8)을 중첩 시키고, 중첩된 상의 치근단 협착부(apical 

constriction)에서 근관 입구까지 잘라서 각각의 총 부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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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이 부피를 아래 식에 기반하여 체적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체적변화율(%) = (V8-V0)/V0 x 100 

 

유체침투측정를 위한 시편 밀폐 작업 

이 후 유체침투측정을 위해 구개측 치근을 고속 다이아몬드 

버(TC-S21, MANI, Tokyo, Japan)을 이용해서 10±0.5mm 로 

길이를 표준화하였다. 이 후 절단한 치근의 충전이 적절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하여 확인하였다. 완전한 

밀봉을 위해 치근단 2mm 를 제외한 부위를 플라스틱 

튜브(SHINJECT, SHINHUNG, Korea)와 아크릴릭 레진(Tokuso, 

Tokuyama, Tokyo, Japan)으로 밀폐했다. 음성대조군은 

근단공까지 모두 밀폐를 시행했다. 이 후 근관 입구 2mm 를 

카바이드 버(FG #330, SSwhite, Seoul, Korea)를 이용해서 

삭제하여 직경 0.9mm 금속튜브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곳에 

32% 인산(Uni-etch, Bisco, Schaumburg, USA)과 접착제 

(Singlebond2, 3M ESPE, St Paul, MN, USA), 유동성 컴퍼지트 

레진(Filtek Z350, 3M ESPE, St Paul, MN, USA)을 사용해서 

sandblast 처리한 금속튜브를 접착하였다. 이 후 다시 메니큐어를 

치근단 2mm 를 제외하고 시편에 도포하였다(Figure 1). 제작된 

시편은 즉시 증류수에 저장 보관하였다. 

 

나노단위의 자동화된 유체침투측정기기(NanoFlow, IB 

Systems)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계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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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llary, lead screw, encoder. Glass capillary의 직경은 0.5mm

이고 유체저장소와 시편 사이에 위치한다. Infrared-light emitting 

diode(EL-1CL3H, Kodensh Korea Corp., Iksan, Korea)를 포함

하는 광센서는 capillary 내의 기포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류를 

comparator에 전달하고, 이것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servo-motor에 전달된다. Motor는 1mm pitch를 갖는 lead screw

를 돌리고, 이것은 항상 photo-sensor가 air-water경계를 따라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한다. Encoder (E40S-1000-3-2, Autonics, 

Seoul, Korea) 는 lead screw가 한 바퀴(1mm) 돌 때 1000 pulse

를 방출하기 때문에 1㎛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을 

capillary 내부 액체 부피로 환산하면 [(0.25mm x 0.25mm x π) 

x 1 mm, capillary 직경= 0.5 mm] 측정 가능한 최소 단위는 

0.196nL이다. 더욱 자세한 기계의 특성과 작동 원리는 Kim 등의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어있다(13)(Figure 2). 

 

유체침투측정 

 증류수를 이용해서 70cmH2O 의 정수압을 가하여 capillary 내부

를 액체로 채우고, T-connector를 조작하여 기포 역시 capillary 

내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 후 시편의 금속튜브 부위를 기계의 

유리관에 액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크기가 맞는 실리콘튜

브를 이용해서 연결하였다. T-connector를 다시 개방하고 기기를 

작동시켜 광 센서가 움직인 유체-공기 경계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모든 측정은 시편 연결 후 30분을 측정하였으며, 초반 15분의 유출

량은 배제하였고 그 이 후의 15분에 대한 유출량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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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평균 미세유출량 및 평균 체적변화량 모두에서 특정 실험군이 정

규 분포를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실험값은 모두 

Kruskal-Wallis test를 95% 신뢰구간 수준에서 시행하였고, 

Mann-Whitney U test 사후 검정을 통해 통계 분석하였다. (SPSS 

statistics data editor version 20, IBM, NY, USA) 

 

 

Ⅲ. 결과 

 

평균 미세누출값을 비교하였을 때, 변형수직가압법으로 충전한 

Group CW는 0.0728±0.0281nl/min/cmH2O, single cone으로 충

전한 Group AH, Group GF 및 Group ES는 각각 0.0281±

0.0208nl/min/cmH2O, 0.0885±0.0440nl/min/cmH2O, 0.0950±

0.0544nl/min/cmH2O 값을 보였다. Group AH의 미세누출값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p < 0.05), 나머지 세 그룹은 차이가 

없었다(p > 0.05). 음성대조군은 0.0004nl/min/cmH2O 의 값을 보

였고, 양성대조군은 유체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해당 구간(15

분-30분) 내에서 본 실험 장비가 측정 할 수 없었다(Table 2, 3, 

Figure3). 

평균 체적변화를 비교 하였을 때 Group AH는 -1.99±2.37%, 

Group GF는 3.75±3.71%, Group ES는 1.51±1.16%의 값을 보

였다. Group AH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수축하였고(p < 0.05), 

나머지 두 Group은 유의한 차이 없이 팽창하였다(p > 0.05)(Table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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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근관 충전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왔다. 

염색법, 동위원소침투법, 세균침투법, 주사전자현미경관찰법, 미세 

컴퓨터단층촬영법, 그리고 이 실험에서 사용한 유체침투법 등이 있

다. 유체침투법은 1993년 M.K Wu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으

로 비파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편작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

차도 적고 시편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oiseuille의 법칙에 따라 끝이 막혀있는 기포에는 유체가 침투할 

수 없으며, 양 끝이 열려있는 기포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성질이 있

기 때문에 치관부에서 치근부까지 이어지는 유출만 선별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체침투법은 일관된 결

과를 제공하지는 못하는데, 누출된 유체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

문에 민감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한 자동화 

유체측정기기는 0.2nl의 정밀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체침투방법보다 훨씬 정밀하다. 예전에도 자동화된 유체침투측정

기기로 실험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14),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기기

의 정밀함은 그보다 10배 이상이다. 또한 기존 유체침투법은 비록 

대조군을 설정하더라도 각 실험군에서 미세누출을 측정할 때 유체

가 근단 2mm를 제외한 곳에서 제대로 밀폐가 됐는지를 제대로 확

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기기는 실시간으로 유체이동 속도를 확

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정적인 구간을 확인 한 후 실제

로 근관 내에서만 유출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Figure 4). 

미세누출측정시간의 기준을 15분으로 잡은 이유는 시편과 기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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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시 기기의 compliance에 의해 초기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편 연결 시 부피의 변화가 큰 실리콘 튜브를 사용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데, 처음 금속튜브가 실리콘튜브 내부로 들어올 때 부

피팽창이 일어난다. 이후 이 실리콘튜브는 지속적으로 천천히 수축

하여 실험값에 미세한 오차를 낼 수 있다. 보통 5분 이내에 안정된 

미세누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종종 완전히 포화 되지 않은 시편을 

측정했을 때 10분이 지났을 때 안정된 값을 보기 때문에 여유 있게 

15분을 기다린 후 측정하였다(Figure 5). 실리콘튜브의 팽창 및 수

축 때문에 음성대조군 측정 시 15분 이 후에도 유출 값을 완벽한 

평형상태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5nl 이하의 값을 보였기 때문에 

실험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Figure 6). 이 장

비를 이용한 이전의 다른 실험도 평형상태를 위해 10분을 기다려서 

5nl 내로 오차를 줄이고 실험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13). 실리콘

튜브를 사용한 다른 문헌에서도 이런 튜브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서 안정기에 접어 들 때까지 기다린 후 실험

값을 기록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4). 

유체침투법으로 미세누출을 측정할 때 측정 시간은 문헌마다 차

이를 보이는데, 1분부터 3시간까지 다양하다(15). 이런 종류의 실험

은 누출 시간에 대한 임상적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근관 충

전방법이나 재료에 따른 밀폐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

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작은 측정 시간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14),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정기가 지난 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력 또한 문헌 마다 통일되지 않았다. 15cmH2O 의 약한 압력을 

준 실험이 있는 반면(14), 압력 탱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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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atm(1239.873cmH2O)의 강한 압력을 준 실험도 있다(16). 

Pommel 등은 기존의 몇몇 실험들이 너무 강한 압력을 사용했지만 

최대한 임상에 가까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정

밀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한다면 15cmH2O 혹은 150cmH2O 의 압

력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증명했다. 다만 실험결과

의 통일성을 위해서 μl/min 보다는 압력으로 한번 더 나눈 μ

l/min/cmH2O로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4). 본 실험

에서 사용한 70cmH2O 압력은 상기 문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증

명된 압력의 중간으로 설정한 값이며, 단위 역시 위 문헌을 참고하

였는데 μl보다 작은 nl단위를 이용하여 nl/min/cmH2O로 표시하였

다. 

미세누출에 대한 본 실험의 선행 연구에서는 실제 치아 대신 레

진 블록을 이용해서 진행하였는데, single-cone으로 충전 시 어떤 

실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누출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과값

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실러의 용해도나 기계의 오차를 배제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실제 치아의 근관은 레진 블록보다 일정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부근관의 분포나 근단공 크기의 차이 등 해

부학적 변이가 많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측정한 대부분의 시편은 

미세누출을 보였으며, 그 값의 표준편차 역시 컸다. 이 값은 모두 

치아와 실러 사이, 혹은 실러 내부의 기포로 해석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GuttaFlow2와 Endoseal MTA는 최근에 소개된 

single-cone용 실러다. GuttaFlow2(Coltene Whaledent, 

Alstatten, Switzerland)는 실리콘 계열의 실러이며, 이것은 좋은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적절한 흐름성 때문에 근관벽에 잘 도포가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7). Endoseal MTA(Maruchi, W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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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는 미리 혼합된 calcium-silicate 계열의 실러인데, 높은 생

체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18) 특정 환경에서는 apatite 형성을 촉

진할 수 있는 생체활성능도 있다고 보고된다(19). Guttaflow2를 이

용하여 미세누출을 측정한 다른 몇몇 연구에서 변형수직가압법의 

밀폐력과 유사하다는 본 실험과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20, 

21), 또 다른 실험에서는 더 열등하다고 보고하였다(22). 하지만 

열등하다고 보고된 실험은 적절한 미세누출측정법이 아니라고 밝혀

진 two-chamber 세균침투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23). Endoseal MTA는 시장에 소개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미세누출을 측정한 문헌은 거의 나와있지 않다. 2015년 

Hwang 등은 공초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AH plus를 이용한 변

형수직가압법과 Endoseal MTA를 이용한 single-cone 충전법과는 

유의한 미세누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4). 본 실험에서는 비록 

single-cone용 실러인 GuttaFlow2, Endoseal MTA실험군이 AH 

plus를 이용한 변형수직가압법 실험군과 유사한 밀폐력을 보였지만, 

AH plus single-cone 충전군보다는 열등한 값을 보였다. 이는 레

진 계열의 실러가 다른 실러들보다 상아세관에 더 잘 침투하여(25) 

상아질과의 어느 정도 결합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26), 충전 시 

AH plus실험군의 시편에서 실러가 다른 실험군 보다 고르게 분포됐

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시편을 잘라서 단면을 관찰했을 때 근관 내에 거타퍼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형수직가압법으로 충전한 Group CW에서 유의

하게 높았지만, 이것이 더 적은 미세누출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Figure 7). 안정적인 실러를 사용한다면 충전방법이나 실러가 차지

하는 비율이 밀폐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른 연구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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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표됐으며(27), Somma 등의 micro-CT를 통한 연구에서도 

근관 내 voids의 비율이 실러의 두께와 큰 연관성이 없었다(28).  

많은 미세누출실험에서 충전 전에 EDTA로 도말층을 제거한 후 

충전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충전 전에 EDTA 용액은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 EDTA의 작용은 도말층의 제거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아질의 Ca/P 비율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상아질 내

의 칼슘과 반응하여 결합하는 calcium-silicate 물질의 접착에 영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며(29), 이에 따라 이 실험에서 사용한 

Endoseal MTA의 미세누출값에 오차를 발생 시 킬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이 실험에서 충전 이 후 8주 동안 phosphate buffering 

solution에 보관한 이유는 실러의 변화뿐만 아니라 calcium-

silicate 물질의 생체 강화 효과가 일어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

하기 위함이다(30). 앞서 언급했듯이 Endoseal MTA는 상기 조건 

하에서 상아세관 내에 apatite 구조를 형성 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19), 본 실험에서는 이런 작용이 미세누출 값에 특별한 영향을 미

친 것 같지는 않으며, 이런 MTA의 생체활성현상과 미세누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근관충전물에 대한 체적안정성의 기준으로 ISO6876이 존재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근관충전제는 1.0% 이상의 수축 및 0.1% 이상의 

팽창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같은 실러라도 실험에 따라 기준

을 충족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실

러인 AH plus와 GuttaFlow2의 체적변화율을 비교한 실험들이 있

는데, 한 실험에선 AH plus는 1.34% 팽창한 반면 다른 한 실험에

선 0.034% 수축하였다. Guttaflow 역시 0.44%와 0.037% 팽창으

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31, 32). Endoseal MTA 의 체적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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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한 실험에서는 2%를 넘는 팽창률을 보여서 치근 파절을 유

발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18). 

하지만 ISO6876 기준과 위에 언급한 모든 실험들은 실러 덩어리의 

체적 변화를 1차원적인 길이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관 내에

서 3차원적인 체적변화를 전혀 알 수 없으며 임상 상황과 밀접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세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해 single-cone 충전법에서 나타내는 체적변화를 3차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매우 정확하고 비파괴적으로 재현가능하기 때문

에 재료의 체적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이미 우수성이 입증

되어 있다(33).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한 3차원 재구성 프로그램

인 Mimics와 3Matic은 기존에 사용되던 재구성프로그램보다 절단 

각도를 정밀히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만곡된 치근 일지라도 중첩 

시킨 상에서 치근단협착부를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근

단협착부 바깥에 존재하는 실러의 부피를 더 정확히 배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이전에 진행된 실험들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8). 이 실험에서는 실러만 따로 측정한 것이 아닌 거타퍼차

와 실러를 합친 전체 근관충전제의 체적변화를 측정하여 임상적 유

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레진 계열인 AH plus 실험군은 수축을 

하였고 GuttaFlow2와 Endoseal MTA는 팽창을 하였는데, 앞서 우

려를 나타내었던 Endoseal MTA보다도 GuttaFlow2의 팽창량이 많

았다. 이런 충전제의 팽창이 근관 내의 기포를 감소시키며 상아세관

에 침투하여 더 적은 미세누출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본 

실험에서는 그런 상관관계를 얻지는 못하였다. 아마 이것은 유체의 

미세누출량이 근관충전제의 팽창, 수축에 영향을 받는 것 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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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듯이 충전 당시 이미 형성된 실러와 상아질 사이, 혹은 실러 

사이에 존재하는 침투 경로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single-cone 충전 시 3차원 상에서 

근관 내 기포는 주로 치관부 1/3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

전물의 체적변화가 많이 나타났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치근단 1/3 

부위에서는 기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실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실러의 체적변화가 치근단쪽 밀폐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기포의 양보다는 

‘양 끝이 뚫려있는’ 누출경로에 의존하는 유체침투법의 특성 상 체

적팽창과 미세누출값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single-cone 충전법을 이용한 실험군이 변형수

직가압법으로 충전한 실험군과 미세누출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체적변화는 AH plus 실험군은 수

축을 한 반면, GuttaFlow2와 Endoseal MTA는 팽창을 하여 통계

학적 차이를 나타 내었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런 결과

들은 적절한 실러를 잘 도포해서 사용한다면 single-cone 충전법

이 기존의 복잡한 충전법들을 대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in vivo 실험과 더불어 장기간의 임상연구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나노리터단위의 자동화된 유체침투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single-cone을 이용한 충전은 사용한 실러에 따라 변형수직가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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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밀폐 능력을 보인다. 미세 컴퓨터단층촬영

으로 조사한 체적변화는 레진 계열 실러를 사용한 실험군이 실리콘, 

calcium-silicate 계열 실러를 사용한 실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게 수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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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s in this study 
 

Group Obturation technique 

Group CW Continuous wave + AH plus 

Group AH Single cone + AH plus 

Group GF Single cone + Guttaflow2 

Group ES Single cone + Endoseal MTA 

Negative control Nail varnish to apical foramen 

Positive control No obturation in root canals 

 

 

 

 

  



 

- 23 - 

 

 
 

Figure 1. Specimen preparation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subnano-scaled fluid filtration device (Nano-

Flow, IB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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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microleakage value and SD of experimental groups 
 

Group No. of specimen 

Mean 

microleakage 

(nl/min/cmH2O) 

SD 

CW 13 0.0728 0.0281 

AH 13 0.0281 0.0208 

GF 13 0.0885 0.0440 

ES 13 0.0950 0.0544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of mean microleakage value 
 

 Group CW Group AH Group GF Group ES 

Group CW     

Group AH 0.000*    

Group GF 0.393 0.000*   

Group ES 0.315 0.000* 0.853  
 

* denotes the significance at the 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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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Box plot of mean microleakage value (*denotes the significance at 

the 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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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dimensional change (%) and SD of single cone groups 
 

Group No. of specimen 
Dimensional 

change (%) 
SD 

AH 13 -1.99 2.37 

GF 13 3.75 3.71 

ES 13 1.51 1.16 

 

 

 

 

 

 

 

 

Table 5. Statistical analysis of mean dimensional change 
 

 Group AH Group GF Group ES 

Group AH    

Group GF 0.004*   

Group ES 0.010* 0.200  
 

* denotes the significance at the 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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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presentative image of real-time microleakage measurement 

 

 

 

 

 

 
Figure 5. Representative graph of accumulated microleak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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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al-time image of negativ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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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icroscopic images of each group from apex 4mm level. (A): 

Group CW, (B): Group AH, (C): Group GF, (D): Group ES * Black arrows 

indicate thickness of sealer used with single 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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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presentative micro-CT image (A): After superimposition of V0 

and V8, (B): After trimming of apical and cervical (beige area: V0, pink area: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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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microleakage and dimensional 

change of single-cone obturation with 

various types of sealer 
 

 

Seok-Chan Hong, D.D.S.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Won-Jun Shon, D.D.S., M.S.D., Ph.D.)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ealing ability of single-cone technique 

using newly introduced subnano-scaled computerized fluid filtration meter 

and to access three-dimensional change of single-cone filling material within 

root canal space at 1day and 8 weeks with micro-CT. 

 

Materials and methods  

Fifty-six palatal root of extracted human upper molar were instrumented 

with WaveOne primary and ProTaper Next X4 (Dentsply). Specimen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control groups and four experimental groups. 

Group CW(n=13) was filled with using AH plus sealer (Dentsply) and gutta-

percha cone using continuous wave compaction technique. Group AH(n=13) 

was filled with AH plus sealer and single gutta-percha cone. Group GF(n=13) 

was obturated using GuttaFlow2 sealer (Coltene Whaledent) and single gutta-

percha cone. Group ES(n=13) was filled with EndoSeal MTA sealer(Maruchi) 

and single gutta-percha using ultrasonic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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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cone groups were scanned by micro-CT (SkyScan1172) at 1 day and 

8 weeks. The stacked micro-CT images were reconstructed using 

NRecon1.6.2.0 (SkyScan, Belgium), and data for each root extracted with 

1000 cross-sections as 1000 TIFF-images. The reconstructed images were 

converted into STL-files compatible with the two CAD softwares used in this 

study (Mimics®, 3-matic®, Materialise N.V., Leuven, Belgium) to enable the 

3D volumetric change. 3-dimensional changes were calculated after 

superimposition of reconstructed image and trimming from apical 

construction to orifice. 

All specimens were covered with acrylic resin and nail-varnish except the 

apical 2mm. Specimens were standardized at 10mm root length and connected 

to a water reservoir which contained distilled water with metal and silicone 

tube. Measurements of fluid movement were made during 15 minute after 

initial stabilizing 15 minute under a hydrostatic pressure of 70cmH2O for each 

sampl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by Kruskal-Wallis test 

with Mann-Whitney U post-hoc test at a confidence level of 95%. 

 

Results  

Mean microleakage value of Group CW was 0.0728±0.0281 nl/min/cmH2O. 

And that of single-cone groups including Group AH, Group GF, Group ES 

was 0.0281±0.0208 nl/min/cmH2O, 0.0885±0.0440 nl/min/cmH2O, 

0.0950±0.0544 nl/min/cmH2O, respectively. Group AH demonstrated 

significantly less fluid transport than Group CW, Group GF, Group ES 

(p<0.05). Mean microleakage value of negative control was 0.0004 

nl/min/cmH2O.  

Mean dimensional change of Group AH, Group GF, Group ES was -

1.99±2.37%, 3.75±3.71%, 1.51±1.16%, respectively. Group A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other two group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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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When evaluated by subnano-scaled computerized fluid filtration meter, 

sealing ability of single-cone technique was comparable with / or better than 

that of continuous wave compaction technique. According to micro-CT 

analysis, root canals filled with epoxy-resin based sealer showed slight 

volumetric shrinkage, but those filled with silicone and calcium-silicate based 

sealer showed some expans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clinical relevance of these results and to determine if the single-cone filling 

method can be used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 single-cone, sealer, microleakage test, fluid filtration, micro-

computed tomography, dimens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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