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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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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지도교수 백 승 호)

이 진 원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니켈-티타늄 (NiTi) 전동 파일과 R-phase

heat treatment를 이용하여 제조된 K3XF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을 비교

분석하여, R-phase heat treatment라는 열처리 공법이 NiTi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동일한 규격 (tip diameter 0.30 mm, constant .06 taper)을 가진 세 종

류 (K3, K3XF, ProFile) NiTi 파일을 각 20개씩 준비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모든 기구는 파절이 일어날 때까지 인공 근관 내에서 정해진 속

도로 회전하며 수직 왕복 운동을 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기구의 파절이

일어나기까지의 회전수 (NCF, number of cycles to failure) 와 부러진



파일 첨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 을 시행하였으며, 차이를 보이는 특정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사후 Tukey 검정을 시행하였다. 파절된 모든 기

구의 표면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절

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K3XF 파일은 다른 파일 (K3, ProFile) 에 비해 낮은 피로 파절 저항

도를 보였다 (p < 0.05). K3와 ProFile 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다 (p > 0.05). 모든 파일은 단면은 파절 시작 부위의 연성

파절 양상과 나머지 부위의 전성 파절 양상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R-phase heat treatment는 NiTi 전동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도를 향상시키지 않았다. 이 열처리 공법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어: cyclic fatigue, R-phase heat treatment, nickel titanium,

rotary instrument

학번: 2009-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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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니켈-티타늄(NiTi) 파일은 높은 유연성과 파절에 대한 저항력, 초탄성,

생체적합성, 부식에 대한 저항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1) NiTi 파일

은 1988년에 Walia 등2)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로 기존의 스테인리스

강 파일을 대체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근관 형성 시에 근관

형태의 전이를 줄여주고, 근관 형성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등 많은 장점

을 가지고 있어서 근관 치료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비록 NiTi 파일이 뛰어난 유연성과 파절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만, 반복된 사용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은 결국에는 기구의 파절을 야기

하게 되며, 예상치 못한 기구의 파절은 근관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4,5)

일반적으로 NiTi 파일의 파절은 torsional stress에 의한 파절과 cyclic

fatigue에 의한 파절로 분류된다.6,7) Torsional stress에 의한 파절은 근관

내부에서 파일의 tip 부분을 bind하는 힘과 전동 기구로부터 파일에 전

해지는 회전력이 상호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절을 말하며, 이러한

파절의 경우에는 파일의 unwinding이나 twisting 등 심각한 구조 변형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8) Cyclic fatigue에 의한 파절은 파일이 휘

어지는 부분에 작용하는 tension과 compression의 반복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만곡이 심하거나 곡률 반경이 작은 근관에서 자주 발생하

게 된다.9) Cyclic fatigue에 의한 파절에서는 심각한 distortion 대신 파절

단면에서 전체적으로 dimpling을 관찰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파일 파절의 대부분은 이러한 cyclic fatigue에 의한 피로 파절이

라고 한다.10-12)

NiTi 파일의 피로 파절과 관련된 인자로는 기구의 디자인 (직경, 단면

의 형태 및 넓이, 끝이 가늘어지는 정도), 제작 과정 (표면 결함), 근관의

만곡 정도, 기구 사용 시의 움직임과 가해지는 힘의 크기, 기구의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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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구 세척과 소독 과정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연

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13-17)

피로 파절의 저항을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새

로운 합금의 사용이나 제조와 가공 과정에서의 특수 처리 등의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17,18) 각 제조사에서는 파일의 결함을 줄이기 위

해 electro-polishing이나 ion implantation 등의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

을 도입하고 있으며, 근관 형성 시 단순한 회전 운동 대신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을 번갈아 반복하는 reciprocation motion을 채택한

파일도 개발되었다.19-22)

또한 최근 제조 과정에 R-phase heat treatment라는 특수한 열처리

과정을 도입해 NiTi 파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열처리 공법을 통해 니켈-티타늄의 분자 구조가 최적화

되어 유연성이 커지고 표면 경도가 향상된 파일은 기존 파일에 비해 피

로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다는 보고가 있다.23-26) 현재는 R-phase

heat treatment 공정으로 제조된 TF 파일과 K3XF 파일 (SybroEndo,

Orange, CA, USA)이 사용되고 있다.

K3XF 파일은 기존의 K3 파일 (SybroEndo)에 R-phase heat

technology를 적용한 파일이며, 제조사의 보고에 따르면, 삭제력을 보장

하기 위한 강도와 유연성의 조화를 이룬 K3XF 파일은 기존 제품에 비

해 피로 파절 저항성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26) 그러나 아직까지

K3XF 파일의 파절 저항성을 다룬 임상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다. 이

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파일과 K3XF 파일의 cyclic fatigue resistance를

비교 분석하여, R-phase technique이라는 신개념 열처리 공법의 효과에

관해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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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aterials and Methods

1. 파일 선택

25 mm 길이의 #30.06 taper를 가진 각 20개의 K3XF file, K3 file,

Profile rotary file (Densply, Maillefer, Ballaigues, Switzerland)을 선택

하였다 (표 1). 모든 NiTi 파일은 OPMI dental surgical microscope

(Zeiss, Oberkochen, Germany)를 이용하여 실험 전 손상 여부를 검사하

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파일은 없었다.

2. NCF와 파절편의 길이 측정

실제 근관의 형태와 파일의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 고안된 fatigue

tester (Denbotix, Bucheon, Korea)를 사용하여 파절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 Fatigue tester는 임상 근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

하게 파일의 첨부에 반복적인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가해지도록 설계되

었다. 이를 위해 두 장의 얇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인공 근관은 8 mm

의 수직 부분과 5 mm 반경, 60도 각도의 만곡 부분으로 구성되고, 내경

은 1.5 mm이다. 수직 운동은 파일의 첨부로부터 6 mm 높이에서 시작하

도록 설정하였으며, 반복 속도는 초당 0.5 cycle로 설정하였다.

각 파일은 전동 토크 조절 모터 (Aseptico, Woodinville, WA, USA)

에 장착되고, 설정된 속도에 맞게 자동으로 회전한다. 제조사의 추천에

따라 K3XF 파일과 K3 파일은 360 rpm으로 회전시켰으며, Profile은 300

rpm으로 회전시켰다. 또한 인공 근관 벽에 대한 마찰과 열 발생을 줄이

기 위해 실험 전에 인공 근관 내부는 RC-prep (Premier Dental

Products, Norristown, PA, USA)을 채워 놓았다.

파일의 파절은 파절 시에 발생하는 소리를 통해 감지하였으며,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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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0.1초 단위의 디지털 타이머를 이용해 시작부터

파일이 파절되는 순간까지 흐른 시간을 기록하였다.

각 파일의 파절이 일어나기까지의 회전 수 (NCF, number of cycles

to failure)는 파절 시간과 모터의 회전 속도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부

러진 파일의 길이는 전자식 디지털 캘리퍼 (Preco Machine Tool Co.,

Shandong, Chin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 분석

각 파일의 종류에 따라 NCF와 파절 길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

하였다. SPSS ver.12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세 종류 파

일의 NCF와 파절 길이에 관한 일원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각 파일

간의 비교를 위해 사후 Tukey 검정 (post-hoc Tukey test)을 시행하였

다.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4. 파일의 파절면 관찰

각 파일 군에서 2개씩을 선택한 후, 주사전자현미경 (Hitachi S-4700,

Tokyo, Japan)을 이용하여 x200, x1000, x5000의 확대율로 파절된 파일

의 절단면과 측면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절의 양상과 특징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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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1. 파절편의 길이

각 파일이 인공 근관 내의 동일한 위치에서 유사한 응력을 받았는지

평가하기 위해 파절된 파일 팁의 길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측정된 K3,

K3XF, ProFile의 파절편 길이의 평균은 각각 3.35 ± 0.46 mm, 3.63 ±

0.55 mm, 3.41 ± 0.38 mm 였으며 (표 2), 각 파일 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p > 0.05).

2. NCF (Number of cycles to failure)

K3, K3XF, ProFile의 NCF는 각각 1340 ± 339, 875 ± 41, 1269 ± 291

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NCF 수치를 가질수록 그 파일의 피로 파절에 대

한 저항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SPSS를 이용한 통계 분석

결과 K3XF는 K3보다 낮은 피로 파절 저항도를 나타내었다 (p < 0.05).

K3XF와 ProFile 간의 비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

났으며, K3XF의 피로 파절 저항도가 ProFile의 피로 파절 저항도에 비

해 낮았다 (p < 0.05). 그러나 K3와 ProFile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p > 0.05) (그림 2).

3. SEM 분석

각 파일의 저배율 (x200) 사진에서는 전반적인 cyclic fatigue failure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K3XF 파일의 경우 (그림 3), 단면 하방의 radial

land 부위에서는 multiple fatigue striation과 secondary crack으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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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는 brittle fracture 양상이 관찰되며, 이 부위에서 crack이 시

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a, B). 단면의 중앙 부위에서는 cup과

같은 모양의 다수의 dimple이 나타나는 ductile fracture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a, D). 단면의 중앙 부위를 고배율 (x1000) 로 확대한

사진에는 특징적인 dimple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림 3-b). 파

절 시작 부위를 고배율 (x1000, x5000) 로 확대한 사진에서는 파도 모양

의 fatigue striation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림 3-c, 그림 3-d).

K3와 ProFile의 경우에도 K3XF와 유사한 전형적인 cyclic fatigue

failure의 양상이 확인되며, 그 외의 특징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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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Li 등14)은 NiTi 파일의 피로 파절 시험에서 pecking motion의 거리는

파절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의 연구에 따르면 pecking distance가 길어짐에 따라 기구의 파절이 일

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증가했으며, 이는 길어진 pecking 거리로 인해 기

구가 인공 근관 내부에서 최대한의 응력을 받는 구간을 다시 지날 때까

지의 시간 간격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Lee 등27)은 파일

이 부러지는 위치는 인공 근관 내에서 파일이 최대한의 응력을 받는 부

위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절된 파일 팁의 길

이를 분석한 결과, 각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그룹 내에서의 최대 편차는 1 mm 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cking 조

건의 변화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피로 파절 시험에 사용된 모든

파일이 인공 근관의 중심에 위치되어 동일한 만곡 부위에서 응력을 받았

음을 의미한다.

Fractographic 분석은 파절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다. 일

반적으로 brittle fracture는 다수의 striation과 crack으로 특징지을 수 있

으며, ductile fracture는 cup 모양을 닮은 다수의 dimple로 특징지을 수

있다.11) 이러한 표면 특징은 파절이 일어나게 된 micro-mechanism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금속의 파절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파절 이론은 금속의 결함이나 미세한 crack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가해

진 응력이 금속의 결합을 파괴할 수 있는 특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crack은 퍼져나가게 된다. crack의 propagation은 특징적인 striation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의 진행 방향은 striation에 수직 방향이다.12)

Plotino 등11)의 보고에 의하면 NiTi 기구의 파절 원인은 대부분 cyclic

fatigue에 의한 것이며, 이때의 파절 특성은 crack이 시작되는 radial

land 부위의 brittle fracture 양상과 단면 중앙 부위의 ductil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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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파일의 단면에서도

전형적인 cyclic fatigue failure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파절이 일어난 기

구의 radial land 부위에서는 파도 모양을 가진 fatigue striation과

secondary crack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brittle fracture 양상이 관찰되었

으며, 이 부위에서 crack이 시작되어 단면 중앙 부위를 향해 진행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면의 중앙 부위에서는 다수의 dimple이 나

타는 ductile fracture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Alapati 등11)이나 Oh 등

16)의 기존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NiTi 파일의 탄성과 피로 파절 저항성이 제조 과정에서의 열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19,25) Zinelis 등19)은 다양한 온도

에서 NiTi 파일을 열처리한 후 피로 파절 시험을 한 결과 너무 낮거나

높지 않은 온도에서의 열처리는 NiTi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을 높여주

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ayashi 등25)의 연구에 의하면 추

가적인 열처리를 거친 NiTi 파일의 유연성이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

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멸균 소독 과정을 통한 열처리와 NiTi 파일의 피

로 파절 저항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17,24,29,30)

Chaves Craveiro de Melo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사용하지 않은 NiTi 파

일에 5회의 dry heat sterilization을 적용한 경우 평균 70% 정도의 NCF

향상 효과를 보였다. Viana 등30)은 일반적인 sterilization 과정을 거치는

경우, NiTi 파일의 기계적인 특성에는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

만 NCF에서는 유의한 향상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Hilfer 등17)

은 4 종류의 NiTi 파일을 대상으로 시행한 autoclave sterilization의 효

과에 대한 연구에서, 일부 NiTi 파일에서 autoclave sterilization으로 인

해 피로 파절 저항도가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유사한 조

건에서 일부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도 향상을 보였던 Plotino 등24)의 연

구와는 상반된 보고이다. 니켈-티타늄 합금에 대한 열처리는 crystal

structure의 재배열로 인한 초탄성의 향상과 합금의 phase 비율의 변화

(달라진 grain structure) 로 인한 유연성 증가 등의 결과를 보이며, 이러

한 결과는 NiTi 파일의 특성 향상과 밀접히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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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hase heat treatment는 NiTi 파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

한 특수한 열처리 공법으로, 제조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는 NiTi 파일은 기존 파일에 비해 뛰어난 유연성

과 피로 파절 저항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26) 현재 R-phase heat

treatment로 제조된 파일은 TF 파일과 K3XF 파일이 있다. TF 파일은

기존의 grinding 방식 대신 raw NiTi wire를 꼬아내는 twisting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R-phase heat treatment가 적용된다.

Gambarini 등21)은 이러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TF 파일이 기

존의 K3 파일에 비해 피로 파절에 대한 저항력이 높았음을 보고하였으

며, Oh 등16)의 연구와 Larsen 등28)의 연구에서도 TF 파일은 기존의

NiTi 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피로 파절 저항력을 보였다. 이러

한 성질의 향상은 열처리와 twisting의 복합적 효과로 인한 분자 구조의

강화와 표면 결함 감소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었다. K3XF 파일은 K3 파

일에 R-phase heat treatment를 적용하여 제조된 파일이며, 열처리 과정

을 제외하면 grinding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K3 파일과 차이가 없

다. 두 파일은 서로 동일한 구조와 형태이며 같은 금속 재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과정의 grinding을 통해 만들어졌으므로, K3와 K3XF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R-phase heat treatment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유용하며,

이들 간의 특성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R-phase heat

treatment의 유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Gambarini 등26)은 K3XF 파일이

기존의 K3 파일에 비해 향상된 기계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grinding 이후의 열처리 과정을 통해 NiTi 파일의 유연성이 향상되

고, grinding 과정에서 생긴 결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

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3 파일에 비해 K3XF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도가 낮은 결과가 나왔다. K3 파일과 ProFile의 NCF 값이 유사한

조건에서 시행되었던 Oh 등16)의 기존 연구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과 파절편의 길이와 현미경으로 관찰한 파절 양상에서 특징적인 차이

가 보이지 않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실험 조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10 -

V.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NiTi 파일과 R-phase heat treatment라는 신개

념 열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K3XF 파일의 피로 파절 저항을 비

교 분석하였다. 각 파일의 NCF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되었으며, 모든

파절된 파일의 단면에서는 전형적인 피로 파절 양상이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K3XF 파일은 기존의 NiTi 파일에 비해 낮은 피로 파절 저항을 보

였으며, R-phase heat treatment로 인한 기계적 특성의 향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신개념 열처리 공법의 효과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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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elected NiTi rotary instruments

　 Manufacturer Samples Size Length(mm) Taper RPM

K3
SybronEndo,

USA 
20 30 25 0.06 360

K3XF
SybronEndo,

USA 
20 30 25 0.06 360

ProFile 
Dentsply,

Switzerland
20 30 25 0.0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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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ength of fractured tip

　 Mean(mm) Std. Deviation(mm)

K3 3.35 0.46

K3XF 3.63 0.55

ProFile 3.41 0.38

The mean of the fractured tip was similar in all of the instruments

teste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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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umber of cycles to failure

　 Mean Std. Deviation

K3 1340 a 339

K3XF 875 b 41

ProFile 1269 a 29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p < 0.05)

K3XF was significantly less resistant to cyclic fatigue than all of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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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yclic fatigue tester

(a), (b) 금속 판으로 구성된 인공 근관의 내 외부 구조, (c) Endo

Tester, (d) 실험 준비를 마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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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ox plot of cyclic fatigue test results

Group 1: K3, Group 2: K3XF, Group 3: Profile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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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EM images of fractured K3XF file

(a) 파절 단면 (x200), (b) 단면의 중앙 부위 (x1000), (c) 파절의 시

작 부위 (x1000), (d) 파절의 시작 부위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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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M images of fractured K3 file

(a) 파절 단면 (x200), (b) 단면의 중앙 부위 (x1000), (c) 파절의 시

작 부위 (x1000), (d) 파절의 시작 부위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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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EM images of fractured ProFile

(a) 파절 단면 (x200), (b) 단면의 중앙 부위 (x1000), (c) 파절의 시

작 부위 (x1000), (d) 파절의 시작 부위 (x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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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manufactu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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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yclic

fatigue resistance of K3XF file with other nickel-titanium (NiTi)

instrument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R-phase heat treatment on

the cyclic fatigue resistance of NiTi rotary instruments.

Methods: Three NiTi rotary endodontic instrument systems of the

same size (tip diameter 0.30 mm and constant .06 taper) were

selected: K3, K3XF, ProFile. Twenty instruments from each system

were rotated in a simulated root canal with pecking motion until

fracture occurred. Number of cycles to failure (NCF) and length of

the fractured tip was calcula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one-way analysis of the variance. Tukey post hoc 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specific groups tha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Fractographic analysis of all the fractured instruments were

perform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o determine the

modes or patterns of fracture.

Results: The K3XF instruments were significantly less resistant to

cyclic fatigue than all of the others (p < 0.05)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3 and ProFile (p >0.05). All fractured

instruments demonstrated brittle and ductile fractures in their

cross-sectional surface.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R-phase heat treatment did not

improve the cyclic fatigue resistance of NiTi rotary instrum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phase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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