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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Chlorhexidine이 혼합된 MTA의

W/P 비율 최적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배광식)

소대영

MTA는 근관 밀폐능력, 체적의 안정성, 생체 친화성, 항균성 등의 여

러 측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여 치근단 충전, 직접 치수 복조, 치근 천공

치료, 치근단 형성술 등에 활용되고 있다. Chlorhexidine은 근관내에서

우수한 항균 능력을 보이는데, 특히 근관치료가 실패한 근관에서 자주

관찰되는 E. faecalis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CHX의 특성을 MTA에 접목

시키면 항균성의 증대효과로 인하여 보다 더 좋은 임상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실의 관련된 실험결과 MTA에 대한 용매로 증류수

대신 CHX을 사용할 경우, E. faecalis에 대한 항균성이 증가하였으며, 초

기 경화시간은 보다 단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전단 강도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기

계적인 물성의 약화는 MTA-CHX의 임상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고, 이에 본 연구는 압축강도/간접인장강도 측면에서 최적화된

MTA-CHX의 혼수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MTA는 Dentsply사의 ProRoot MTA를 사용하였고, 이를 멸균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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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 W/P=1/3.0), 5.0% CHX를 희석한 1.0% CHX(group 2~6 :

W/P=1/3.0, 1/3.5, 1/4.0, 1/4.5, 1/5.0)과 각각의 혼수비에 맞게 약 1분간

혼합하였다. 혼합물은 직경 2 mm, 높이 3 mm의 금속(stainless steel)

실린더형 몰드에 소형 amalgam plugger로 압축하면서 2분 내에 담았다.

몰드를 플라스틱 petri-dish에 놓고 시편의 상면과 하면 모두 증류수를

적신 거즈를 덮은 후, 뚜껑을 닫아 온도 37℃, 습도 95% 이상의 항온 항

습조에 보관하였다. 24시간 후 상, 하면의 거즈를 제거하고, 시편 상, 하

면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1 시간 정도 더 보관한다. 1 시간 후, 몰드를

꺼내어 시편의 상, 하면의 매끄럽지 못한 돌기 등을 sand paper로 없애

고 mold에서 시편이 응력을 받아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낸다.

강도 측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기공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양호한 시편

을 선택한다. LF-Plus digital testing machine (Lloyd instrument,

Ametek, Bognor Regis, West Sussex, UK)의 tip이 시편에 1mm/min의

속도로 힘을 가하게 하고 시편이 깨질 때의 최대 하중을 기록했다.

SPSS 20의 one way ANOVA와 Scheffe 사후분석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했다.(p value=0.05)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모두 실험군(group 2~6)이 대조군(group 1)

에 비하여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group 2~group 5(MTA-CHX

W/P=1/3.0, 1/3.5, 1/4.0, 1/4.5)를 비교한 결과 파우더의 비율이 증가할수

록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group

6(W/P=1/5.0)의 경우는 group 3(W/P=1/3.5)과 비슷한 측정치를 나타내

었다. 통계 분석 결과,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모두 group 3과 group

6, group 4와 group 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value>0.05), 다른

group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 value<0.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MTA, Chlorhexidine, 혼수비, 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

학 번 : 2010-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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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Introduction)

비외과적인 근관치료에 실패하거나, 혹은 통상의 근관치료가 불가능한

치아의 경우, 선택 가능한 치료로 외과적인 치근단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치근단 수술의 경우, 대부분의 치아에서 치근단을 절단한 후 정교

한 기구를 이용하여 역충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충전에 사용되는

치근단 충전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완전한 밀폐와 이로 인해서 구현되

는 세균/세균 부산물의 누출 방지라고 할 수 있다.1) 이상적인 치근단 충

전재는 밀폐능력 외에도 충전후 체적 안정성, 주변 조직에 대한 생체 친

화성, 주변 독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성이 있어야 한다.2) 치근단 부위의

충전시 자주 사용되는 MTA는 앞에서 언급한 치근단 충전재료의 이상

적인 특성을 다수 가진다. MTA는 IRM, 아말감 등 치근 측방 천공에 사

용되던 기존 재료에 비해서 더욱 우수한 밀폐능을 보이며,3) IRM과

Super-EBA에 비하여 높은 방사선 불투과성을 보이고, 긴 setting time

을 보인다.4) 이러한 긴 Setting time은 초기 경화에 따른 충전재료의 초

기 수축을 어느 정도 방지하여 체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MTA는 기존의 다른 재료들(Super EBA, IRM, 아말감)에 비하여 생체

에 보다 친화적인 특성을 보이며5), 세포 독성은 보다 낮다.6) MTA는 수

화가 되면서 OH(-) 이온을 방출하여 높은 pH를 나타내며, 이러한 높은

염기성에 의해 미생물에 대한 높은 항균력을 보인다.7) 이러한 여러 우수

한 특성을 가지는 MTA는 치근단 수술후, 치근단 충전재료로 사용될 뿐

만 아니라, dentin bridge 형성을 통한 직접 치수복조에도 응용되고 있

다.8) 또한 치아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근 천공에 대한 치료9), 미

성숙치아의 치근단 형성술10)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MTA는 기존의 재료들(IRM, Super EBA, 아말감 등)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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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열등한 성질도 갖는다. MTA는 다른 치근단 충전재료들에 비하여 작

업성이 좋지 않다. 재료의 개발로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MTA-증류

수 혼합물은 여전히 불균일한 콜로이드성 성질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MTA의 적절한 충전을 방해한다. 또한, MTA는 다른 재료들에 비하여

경화시간이 비교적 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긴 경화시간은

초기 경화시 수축을 줄여서 충전후 체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화가 늦어짐에 따라 입자간의 응집력이 줄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초기 강도의 저하가 유발되어, 충전후 irrigation

용액 또는 기타 수용성 물질에 의하여 충전된 MTA가 소실될 수도 있

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MTA의 경화시간은 연구 논문에 따라 결과가 매

우 다양하다. Sluyk 등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furcation 부위에 발생한

천공을 MTA로 충전하였을 때, 72시간까지 MTA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1)

Chlorhexidine(CHX)은 0.2%, 1%, 2% 농도에서 E. faecalis를 사멸시

키는데 효과적인 물질이다.12) 이러한 CHX의 항균성을 MTA에 적용한다

면 MTA의 항균능력이 보다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임상 결과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 faecalis는 비외과적인 근관치료가 실패한 근

관에서 높은 빈도로 동정되는 균이다.13) 따라서, 근관치료후 성공적인 예

후를 위해서는 이 균주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13) 본 연구실의 Lee 등의 실험에 의하면 증류수 대신 0.1%~2.0%의

다양한 농도의 CHX를 MTA와 혼합하였을 때, E. faecalis에 대한 항생

효과가 대조군인 증류수와 혼합한 경우에 비해 우수하였다.13) MTA를

증류수와 혼합하지 않고 CHX로 혼합하여 항균성은 증대되었으나, 기존

mixture가 가지는 기초 물성이 상당 부분 변했다. 본 연구실에서 수년간

시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류수 대신 CHX을 MTA와 혼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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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대조군인 증류수와 혼합한 경우에 비하여, Gilmore 침으로 측정된

MTA의 초기 경화는 빨랐으며,14) 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 dentin 계면에

서의 전단강도는 모두 낮았다.15),16),17)

앞에서 언급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CHX을 MTA와 혼합할 경우, 증

류수와 혼합한 경우에 비하여 강도측면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

데, 그동안의 논문에 의하면, MTA-CHX 혼합물의 경우 혼수비(W/P) =

1/3로 혼합시 같은 비율로 혼합한 MTA-증류수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묽은 경향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15),16) 즉, 용액의 양이 분말보

다 과량으로 관찰되었다. W/P=1/3은 MTA-증류수 mixture를 기준으로

할 때의 최적화된 비율로 MTA-CHX 기준의 최적의 혼수비가 아닐 수

도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MTA의 경우 혼수비에 따라서 압축강도

및 간접인장강도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즉, 최적의 혼수

비로 혼합된다면 MTA-CHX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 측면에서 최적화된 MTA-CHX의

W/P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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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방법(Materials and Methods)

실험의 전반 적인 과정은 2007년 ISO 해당 표준 (9917-1 치과용 수성

시멘트 표준)과 본 연구실의 기존 실험과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였

다.15),16),19)

1) MTA의 혼합 / 시편의 제작

실험에 사용한 MTA는 Dentsply사의 ProRoot MTA 였으며, MTA를

멸균된 증류수 (group 1 : W/P=1/3.0), 5.0% CHX를 희석한 1.0% CHX

(group 2~6 : W/P=1/3.0, 1/3.5, 1/4.0, 1/4.5, 1/5.0)과 각각의 혼수비에

맞게 약 1분간 혼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조건에 따른 각각의 group은

Table 1과 같다.

혼합물은 직경 2 mm, 높이 3 mm의 금속(stainless steel) 실린더형

몰드에 담았다. 이때, 소형 amalgam plugger로 혼합물을 압축하면서 2

분 이내에 담았다. 원통형 시편은 1회에 10개 또는 15개씩 제조하였으며,

1, 2 group은 3회에 걸쳐 40개의 시편을 만들었고, 3, 4, 5, 6 group은 2

회에 걸쳐 30개의 시편을 만들었다. 몰드를 플라스틱 petri-dish에 놓고

몰드의 상면과 하면 모두 증류수를 적신 거즈를 덮은 후, 뚜껑을 닫고

온도 37℃, 습도 95%이상의 항온 항습조에 보관하였다. 24시간 후 상,

하면의 거즈를 제거하고, 시편 상, 하면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1 시간 정

도 항온 항습조에 더 보관한다. 1 시간 후, 몰드를 꺼내어 시편의 상, 하

면의 매끄럽지 못한 돌기 등을 sand paper로 없앴다. 그 후, mold에서

시편이 응력을 받아 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꺼내고 강도 측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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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정도의 기공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양호한 시편을 각 군별 20개씩

선택한다.

2) 압축강도의 측정

각 group별 20개의 시편 중 무작위로 10개를 선택하고, 각각에 대한

직경을 0.01 mm 단위까지 측정한다. 이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

편에서 상, 하면 수직으로 두 번씩 총 4회 측정한 직경의 평균값을 평균

직경으로 한다. LF-Plus digital testing machine (Lloyd instrument,

Ametek, Bognor Regis, West Sussex, UK)의 tip이 시편에 1mm/min의

속도로 힘을 가하게 하고, 시편이 깨질 때의 최대 하중을 기록하고,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MPa 단위의 압축강도를 계산한다.

C = 4p/π(d)^2 (C : compressive)

p : 가해진 최대 하중(N)

d : 시편의 평균 직경(㎜)

3) 간접인장강도의 측정

group별 나머지 10개의 시편에 대한 직경과 높이를 0.01 mm 단위까

지 측정한다. 이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직경의 경우, 압축 강도와 마

찬가지로 평균직경을 구하고, 높이의 경우 180도 마다 2회 측정한 값의

평균을 평균 높이로 한다. LF-Plus digital testing machine (Lloyd

instrument, Ametek, Bognor Regis, West Sussex, UK)의 tip이 시편의

높이와 수직하게 1mm/min의 속도로 힘을 가하게 하고 시편이 깨질 때

의 최대 하중을 기록하고,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MPa 단위의 간접인

장강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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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2p/πdT (D: Diametral)

p : 가해진 최대 하중(N)

d : 시편의 평균 직경(㎜)

T : 시편의 평균 높이(mm)

4) 통계 분석

IBM SPSS 20의 one way ANOVA와 Scheffe 사후분석으로 통계적

인 분석을 실시했다. (p value=0.05)



- 7 -

Ⅲ. 실험결과(Results)

압축강도 실험 군별 sample의 직경 평균은 Table 2와 같으며, 간접인

장 강도 실험 군별 sample의 직경과 높이 평균은 Table 4와 같다. 평균

압축 강도는 group 1의 경우 32.17±4.83 MPa, group 2는 8.12±1.26

MPa, group 3은 14.74±2.13 MPa, group 4는 24.82±3.53 MPa, group 5

는 25.54±4.06 MPa, group 6은 16.69±2.75 MPa로 측정되었다. 평균 간

접 인장 강도는 group 1의 경우 7.14±1.04 MPa, group 2는 1.83±0.35

MPa, group 3은 3.23±0.37 MPa, group 4는 5.55±0.92 MPa, group 5는

5.62±0.76 MPa, group 6은 3.38±0.44 MPa로 측정되었다. 압축강도와 간

접인장강도 모두 실험군(group 2~6)이 대조군(group1)에 비하여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group 2~group 5를 비교한 결과 파우더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group 6의 경우는 group 3과 비슷한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결과(Table 3, Table 5 참고),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모

두 group 3과 group 6, group 4와 group 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value>0.05), 다른 group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p

value<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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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Discussion)

이상적인 근관충전을 위해서는 근관형성 및 근관 소독 과정에서 근관

내를 완전하게 멸균 상태로 만들고 난 후에 이상적인 충전재로 충전을

하여야 하며, 또한 충전재에 의하여 부근관 등의 근관 미세 부분까지 완

벽한 밀폐가 이루어져야 한다.20) 하지만, 충전 과정에서 100% 완벽한 멸

균 및 밀폐는 임상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 멸균의 부족으로 세균이 잔

존 하거나, 밀폐능의 부족으로 외부와 물질교환 또는 세균의 침입이 가

능하게 된다면, 비외과적인 근관치료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17) 근

관 충전재가 항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면, 멸균 부족에서 기인한 잔존

세균의 확산과 밀폐 부족에서 기인한 외부 세균의 침투를 보다 효과적으

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17) 실제로 Active point라 불리는 ‘CHX이 포함

된 GP cone’이 근관실패시 자주 관찰되는 E. faecalis의 성장을 효과적으

로 저해한다는 사실이 최신 실험에서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CHX을 MTA와 혼합하는 경우 대조

군에 비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를 나타내었다. 서론에

서 언급하였듯이 E. faecalis에 대한 항균성 측면에서는 항균성의 증대

효과를 보였다.13) 또한, 경화시간의 단축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

히 1.00% 농도의 CHX을 사용한 경우가 다른 농도 조건에 비하여 경화

시간 감소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14) 압축강도 및 간접인장강도, dentin

계면에서의 전단 강도 실험에서는 기존의 대조군에 비하여 CHX을 사용

한 실험군에서 강도가 모두 낮게 측정되었으며, CHX의 농도에 비례적으

로 강도가 감소했다.15),16),17) 이러한 강도의 감소는 여러 요인, 예를 들어

CHX 자체의 성질이나 MTA-CHX간의 interaction force에서도 기인할

수 있지만, MTA-CHX 혼합물의 혼수비가 MTA-증류수의 경우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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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기인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MTA-CHX 혼합물의 경

우 MTA-증류수에서 추천되는 혼수비인 W/P = 1/3로 혼합시 MTA-증

류수의 경우에 비하여 물의 양이 파우더에 비하여 과량인 것으로 관찰되

었다. 1g의 MTA에 0.26g, 0.28g, 0.30g, 0.33g의 증류수를 혼합한 실험에

서 증류수의 양이 증가할수록 porosity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22) 즉,

과량의 물은 경화된 MTA 내부에 porosity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porosity의 증가는 압축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 Griffith는 경화된 cement paste에서의 porosity와 압축강

도와의 관계식을 정립하였다.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ln(CS) = constant*(-RP)

CS : compressive strength

RP : relative porosity

위 관계식은 포틀랜드 계열 시멘트와 calcium phosphate 계열 시멘트에

서도 적용 가능함이 실험적으로 밝혀졌다.23),24) 2005년 IADR/AADR

/CADR 83차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실험에서 사

용한 MTA와 동일한 White MTA(Dentsply/Tulsa Dental)로 다양한 혼

수비에 대해 실험한 결과, P/L의 비율이 2.5:1, 3:1, 3.5:1로 증가할수록

24시간 후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경화시간은 감소하

였다.18) 그동안의 연구결과와 MTA-CHX 시편의 강도 감소라는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MTA-CHX 혼수비에 따른 강도측정(압축강도, 간접

인장강도 측정)을 통해, 최적의 혼수비를 결정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실의 Lee와 Kim의 연구 결과, 1.0% CHX의 경우가, E. faecalis

에 대한 항균성실험과 Gilmore needle을 이용한 초기 경화시간 측정 실

험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1.0% CHX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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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group 1(증류수 W/P = 1/3)과 group 2의

경우는 다른 group에 비하여 시편 중 기포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group 1과 group 2가 다른 group에 비하여 몰드에 충전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기포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group

1과 2는 다른 group에 비하여 10개가 많은 40개의 시편을 만들고, 그 중

에서 양호한 20개의 시편을 선택하였다. group 3~6의 경우는 30개의 시

편을 제작, 20개의 시편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실의 이전 연구는 몰드에

MTA-CHX 혼합물을 가압 충전하고, 몰드 상면에만 wet 거즈를 올린

채로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정도 1차 보관하였다. 그리고 24시간 후,

wet 거즈를 제거하고 48시간을 항온항습조에서 더 보관후, 몰드에서 분

리, 강도를 측정하였다.15),16) 이번 연구는 몰드 상, 하면에 wet 거즈를 올

린 채로 항온항습조에서 24시간 보관하고, 거즈 제거후, 시편 상, 하면의

물이 마를 때까지 1시간 정도 항온항습조에 더 보관후, 몰드에서 분리,

강도를 측정하였다. ISO 규정이 100% 수분 존재하 24시간 보관후, 강도

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서 약 24시간 후, 강도를 측정하였다. 이전 연구에

서 24시간 후, MTA-CHX group의 경우 너무 취약하여 강도 측정이 힘

들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TA의 경화 조건에

관한 Walker의 연구에 기초하여 wet 거즈를 몰드 상면에만 두지 않고,

상, 하면에 두었으며, 결과적으로 MTA-CHX group의 강도 측정이 용이

했다. Walker의 연구에 의하면 24시간 정도 wet cotton pellet을 시편의

상/하 양면에 두는 것이 24시간 한쪽면, 72시간 한쪽면, 72시간 양면에

두는 것보다 높은 굽힘 강도를 보였다.25)

실험 결과,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모두 대조군(MTA-증류수)에 비

하여 실험군(MTA-CHX)의 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이전의 본 연

구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5),16) 하지만, group 1(MTA-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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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1/3)과 group 2(MTA-CHX W/P=1/3)의 절대적인 강도 값은 이전

연구 결과와 달랐으며, 특히 group 2의 경우가 많이 차이가 났다. 이는

실험과정의 차이와 실험 조건의 차이, 실험자에 따른 응축력의 차이, 몰

드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전 연구 결과에 비하여

평균대비 표준편차의 비율이 작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group 1과

group 2의 경우는 시편수를 늘려서 보다 더 양호한 시편이 선택되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며, group 3~6의 경우는 몰드에 응축하는 것이 group

1,2 보다 더 용이해서 기포가 적은 더욱 양호한 시편이 선택된 결과로

생각된다. group 2~5를 비교한 결과 파우더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와 간접인장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group 6의 경우는

group 3과 비슷한 측정치를 나타내었다. (단위 : MPa / 압축강도: group

1-32.17±4.83, group 2-8.12±1.26, group 3-14.74±2.13, group

4-24.82±3.53, group 5-25.54±4.06, group 6-16.69±2.75 / 간접 인장강도:

group 1-7.14±1.04, group 2-1.83±0.35, group 3-3.23±0.37, group

4-5.55±0.92, group 5-5.62±0.76, group 6-3.38±0.44) 통계 분석 결과, 압

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모두 group 3과 group 6, group 4와 group 5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 value>0.05), 다른 group 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p value<0.05) 파우더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포

의 발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강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group

6의 경우는 파우더의 비율이 더 적은 group 4,5에 비하여 더 작은 강도

값을 보였는데, MTA의 경화반응에 필요한 절대적인 물의 부족 때문으

로 생각된다.

최대 강도를 갖는 MTA-CHX 혼수비를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본 실험은 MTA의 최종적인 경화는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MTA의 압축강도가 21일까지 증가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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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4)도 있었으며, 따라서 혼수비에 따른 MTA-CHX mixture의

강도의 장기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Ca(OH)2

의 방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MTA에서 액체

의 양이 증가할수록 solubility가 증가하여 Ca(OH)2 의 방출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2) Ca(OH)2는 노출된 치수에 자주 사용되는 약제로 높은

pH에서 기인하는 항균효과를 나타내고, 재광화를 촉진한다. 이러한

Ca(OH)2는 미성숙 영구치에서의 치근단 형성술과 치근단 유도술, canal

내 소독 및 치수 복조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26) 강도 효과만을

고려하여 파우더 비율을 늘릴 경우, Ca(OH)2 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MTA-CHX 혼수비에 따른 Ca(OH)2의 방출효

과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실험을 통해 1% CHX 용액을 MTA와 혼합한 경우, MTA-CHX의

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는 MTA-증류수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며,

MTA-CHX의 W/P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강도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

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MTA-CHX의 W/P 비율이 1/5인 경우는 오

히려 강도가 줄어 1/3.5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총 6개의 group

(group 1(MTA-증류수 W/P : 1/3.0), group 2~6(MTA-CHX W/P :

1/3.0, 1/3.5, 1/4.0, 1/4.5, 1/5.0))에서 group 3과 group 6, group 4와

group 5(p value>0.05)를 제외한 각 group 간에는 강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p value<0.05) 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 측면에서, 가장 적

절한 1% MTA-CHX의 W/P 비율은 1/4.0 또는 1/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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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MTA + Distilled Water (Powder : liquid = 3.0:1)

group 2 MTA + Chlorhexidine 1.0% (Powder : liquid = 3.0:1)

group 3 MTA + Chlorhexidine 1.0% (Powder : liquid = 3.5:1)

group 4 MTA + Chlorhexidine 1.0% (Powder : liquid = 4.0:1)

group 5 MTA + Chlorhexidine 1.0% (Powder : liquid = 4.5:1)

group 6 MTA + Chlorhexidine 1.0% (Powder : liquid = 5.0:1)

Table 1. Experimental Groups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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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mm)

Compressive Strength

(MPa)

group 1 2.03±0.06 32.17±4.83

group 2 2.01±0.06 8.12 ±1.26

group 3 1.98±0.05 14.74±2.13

group 4 1.98±0.07 24.82±3.53

group 5 1.98±0.08 25.54±4.06

group 6 1.99±0.06 16.69±2.75

Table 2. Compressive Strength – Results

(n=10)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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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1 - SD SD SD SD SD

group 2 SD - SD SD SD SD

group 3 SD SD - SD SD
NS

(p=0.881)

group 4 SD SD SD -
NS

(p=0.999)
SD

group 5 SD SD SD
NS

(p=0.999)
- SD

group 6 SD SD
NS

(p=0.881)
SD SD -

Table 3. Compressive Strength

– Statistical Analysis(Anova/Scheffe)

(p value=0.05 / SD :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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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ean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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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mm)
Height (mm)

Diametral Tensile Strength

(MPa)

group 1 2.04±0.07 3.00±0.06 7.14±1.04

group 2 2.00±0.06 2.97±0.07 1.83±0.35

group 3 1.99±0.06 3.00±0.06 3.23±0.37

group 4 2.01±0.06 3.01±0.07 5.55±0.92

group 5 1.97±0.05 2.96±0.07 5.62±0.76

group 6 2.03±0.06 2.96±0.06 3.38±0.44

Table 4. Diametral Tensile Strength

– Results

(n=10)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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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1 - SD SD SD SD SD

group 2 SD - SD SD SD SD

group 3 SD SD - SD SD
NS

(p=0.998)

group 4 SD SD SD -
NS

(p=1.000)
SD

group 5 SD SD SD
NS

(p=1.000)
- SD

group 6 SD SD
NS

(p=0.998)
SD SD -

Table 5. Diametral Tensile Strength

– Statistical Analysis(Anova/Scheffe)

(p value=0.05 / SD : significant difference)



- 22 -

Figure 2. Mean Diametral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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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meets many ideal characteristics for (intra canal)sealing

ability, dimensional stability, biocompatibility, anti-bacterial effect and

etc. So, MTA is used for apex filling treatment, direct pulp capping,

root lateral perforation treatment, root apexification and etc.

Chlorhexidine has anti-bacterial effect, especially on E. faecalis

which is often observed in intracanal when endodontic treatment fails.

If chlorhexidine is mixed with MTA, anti-bacterial effect and clinical

results may be enhanced. Our lab members showed results that

MTA-CHX mixture has more anti-bacterial effects and has less

initial setting time. However, MTA-CHX mixture has shortcomings

that is decrease of compressive strength, diametral tensile strength,

shear bond strength. According to these shortcomings, us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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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CHX complex could be limited. So, this experiment is

conducted for optimizing W/P ratio on MTA-CHX complex that show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and diametral tensile strength.

At first, the MTA(ProRoot, Dentsply) was mixed with Distilled

water or CHX: group 1 is MTA-Distilled water(W/P=1/3.0), group

2~6 is MTA-1% CHX (W/P=1/3.0, 1/3.5, 1/4.0, 1/4.5, 1/5.0

respectively), and mixing time is 1 minute. Using an small amalgam

plugger, MTA-Liquid mixture were compressed in (stainless steel)

metal cylindrical mold – diameter : 2 mm / height : 3 mm – for 2

minutes.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molds were covered with

wet gauze, and lay the mold in petri-dish. And then petri-dish kept

in a 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 with above 95%

humidity and 37℃. After 24 hours, upper and lower guazes were

removed, and the specimen was placed in the chamber for 1 hour to

dry surface. After 1 hour, removed the mold from the chamber and

then smoothened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mold. And then

samples are removed from each mold, and proper 20 samples were

selected. To measure compressive strength and diametral strength,

LF-Plus digital testing machine (Lloyd instrument, Ametek, Bognor

Regis, West Sussex, UK) was used. The maximum load was

measured and strength was calculated. Using SPSS 20, the strength

data was analyzed in Scheffe post hoc test and one way ANOVA. (p

value =0.05)

In both compressive strength and diametral strength, experimental

groups(group 2~group 6) have lower strength than control

group(group 1). In group 2~group 5(MTA-CHX W/P=1/3.0, 1/3.5,

1/4.0, 1/4.5 respectively), both compressive strength and diame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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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increase as powder ratio increase. And group

6(W/P=1/5.0) has similar strength that group 3(W/P=1/3.5) has. Both

compressive strength and diametral strength showed that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3 and group 6, between group 4

and group 5 (p value>0.05). Between other group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p value<0.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 : MTA, chlorhexidine, w/p ratio, compressive strength,

diametral tensile strength

Student Number : 2010-2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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