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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RC-Prep이 ProFile

니켈-타이타늄 파일의

피로 파절에 미치는 영향

( 지도교수 이 우 철 )

강 민 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니켈-타이타늄 (NiTi) 회전형 기구는 보다 효율적인 근관치료를 가능

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구로 최근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이 기구의 근관 내에서의 파절은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 술식으로 근관 내에

윤활제를 적용하여 치료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근관 내에서 파일

에 적용시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윤활제가 파일의 형성 효율이나 피로

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근관 내 윤활제로 사용되는 RC-Prep 침윤이 NiTi 회전형 기구의 반

복피로 (Cyclic Fatigue)로 인한 파절저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

보았다.

사용하지 않은 새 파일과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두 가지의 #35

.06 ProFile 을 각각 세 군으로 나누어 부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군 (대

조군, n=3), RC-Prep에 30분 침윤시킨 군 (n=10), RC-Prep침윤 후 12



1℃에서 30분간 autoclave 고온고압 멸균 처리한 군 (n=10)으로 나누어

각각 반복피로파절 검사를 진행하였다. 내지름이 1.5mm이고 5mm 반지

름에 60°굴곡을 가지는 인공 근관에 300rpm으로 반복운동을 실시하여

파일이 부러질 때까지의 시간과 부러진 파절편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소

요된 시간을 이용해 number of cycles to failure (NCF)를 계산해서 통

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각 군에 대해 반복피로파절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부러진 파절편의 길이도 각 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 > .05).

결론적으로, 인공 만곡근관에서 ProFile NiTi 회전형 기구의 반복피로

파절은 RC-Prep 침윤이나 고온고압멸균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반복피로 (cyclic fatigue), 니켈-타이타늄, NCF,

RC-Prep, autoclave, ProFile

학번: 2011-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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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니켈-타이타늄 (Nickel-Titanium) 기구는 초탄성과 형상기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근관 형성 시에 매우 유용하며 널리 쓰이고 있다 [1]. NiTi

기구가 발전하면서 근관형성 시 보다 쉽고 효율적인 삭제가 가능해져 근

관치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하지만 이 기구가 근관 내에서 파절되었

을 경우 부러진 파절편이 근관내로의 세정액의 도달을 막고 효과적인 세

균제거를 방해하여 근관치료의 실패를 야기해 발치로 이어질 수 있다

[2].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전식 NiTi 파일의 파절 발생 빈도

는 0.35-3.70%로 보고되고 있다 [3]. 또한, 부러진 기구는 제거가 어려워

근관치료를 제대로 마치기 어렵고 발치나 외과적 근관치료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구의 파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NiTi 기구 파절의 주요인은 비틀림피로 (tortional fatigue)와 반복피로

(cyclic fatigue)의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4]. 반복피로로 인한 파절은

기구가 근관내의 굴곡이 심한 곳에서 인장-압축 압력순환

(tension-compression strain cycles)을 과도하게 반복하게 되었을 때 일

어나고, 비틀림피로로 인한 파절은 기구가 회전할 때 기구의 첨부가 근

관에 잡혀 멈추게 될 때 발생한다.

근관치료 시에 접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기구가 받는 반복피로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로 기구의 회전속도와 금속표면 처리, 세척

액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1].

임상에서 기구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작자들은 회전형 기구를

사용한 근관형성 시에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NaOCl)

등의 세척액을 근관 내에 채운 상태로 시행하거나, 윤활제 (lubricant)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NaOCl을 회전형 기구에 적용하는 것이 기구의 피로 저항을 증가시키

는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 Pedulla 등이 다양한 NiTi 기구를 37℃ NaOCl 용액에 16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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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윤시킨 후 다양한 군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사용한 서로 다른 기구

들 사이의 차이는 있지만 NaOCl 침윤이 반복피로를 변화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6]. NaOCl이 기구에 부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는 우려에 의해 이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 2007년 Peters 등이

NaOCl의 온도와 침윤 시간에 따른 반복피로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6

0℃ NaOCl에서 2시간 침윤시킨 경우 대조군에 비해 피로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온에서 오랜 시간 NaOCl과 기구가 접

촉할 경우 파절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임상에서 NaOCl

이 파일에 접촉하는 시간은 평균 5분 내외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기구의 피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윤활제로는 Ethylene diaminetetraacetic acid (EDTA)가 포함된 킬레

이트제 (chelating agents)가 사용된다. 킬레이트제는 윤활작용과 유화작

용 (emulsification), 현탁액 내부에 잔사를 잡아두는 작용을 한다 [8]. 윤

활제의 종류는 점성 현탁액과 수용액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점성 현탁액

에 해당하는 윤활제로는 Glyde (Dentsply Maillefer)와 RC-Prep

(Premier Philadelphia, PA, USA) 등이 있고, 구성성분은 EDTA와 urea

peroxide, propylene glycol 이다 [8]. 수용액 상태의 윤활제로는 EDTA

수용액이 사용된다.

다양한 성상의 윤활제가 NiTi 회전형 기구의 피로파절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5년에 Peters 등은 다양한 재료를 이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각각 물, 15% EDTA 수용액, 페이스트 형

(paste-type) 윤활제인 Glyde가 채워진 근관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근관에서 ProFile과 ProTaper NiTi 회전형기구 두 종류를 사용해 비

틀림 하중의 변화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 결과 ProFile의 경우 EDTA 수

용액을 사용했을 때 비틀림 하중이 감소하였고, ProTaper의 경우 윤활제

의 차이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없었다 [9].

점성 현탁액의 하나인 RC-Prep은 NiTi 기구를 이용한 근관형성 시에

근관을 확장하고 도말층 (smear layer)을 제거함과 동시에 윤활제의 역

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10].



- 3 -

이러한 RC-Prep의 역할들에 의해 근관형성 시에 RC-Prep 등의 윤활

제를 사용하면 회전형 기구에 가해지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줄여 기구의

파절을 줄여준다고 여겨진다. 2006년 Anderson 등이 GT ProFile와

ProFile을 사용해 재현된 근관에서 RC-Prep과 생리 식염수가 윤활제로

사용되었을 때 근관의 벽에 미치는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실험

결과 생리 식염수보다 RC-Prep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적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1].

실제 임상상황에서는 파일에 RC-Prep을 묻혀 근관내로 적용시켜 근관

형성 과정 동안 사용하게 된다.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이 과정동안 파일

이 RC-Prep에 침윤되는 시간은 10-20분 이상 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여전히 RC-Prep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결과

가 적고 RC-Prep 사용 시 기구의 반복피로파절에 대한 저항을 임상적인

상황에 비교하여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roFile NiTi 회전형 기구에 RC-Prep을 적

용했을 때와 윤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여 RC-Prep과

의 접촉이 기구의 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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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NiTi 회전형 기구 중 하나인 ProFile 25mm #35/.06 taper (Dentsply

Maillefer, Switzerland)를 사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파일에 가해지는 반

복피로파절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RC-Prep (Premier Philadelphia, PA, USA)와 autoclave

(Hansinmedical, Korea) 처리의 유무를 환경의 변화로 사용하여 진행되

었다.

실험군 설정

다음과 같이 파일을 6개의 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1) Group control_F (n=3) :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새

파일

2) Group RC_F (n=10) : RC-Prep에 30분 침윤시킨 사용하지 않은 새

파일

3) Group RCA_F (n=10) : RC-Prep에 30분 침윤시킨 후 autoclave 처리

한 사용하지 않은 새 파일

4) Group control_U (n=3) :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임상에서 3회 이

상 사용한 파일

5) Group RC_U (n=10) : RC-Prep에 30분 침윤시킨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파일

6) Group RCA_U (n=10) : RC-Prep에 30분 침윤시킨 후 autoclave 처

리한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파일

RC-Prep 침윤

RC-Prep을 투명한 플라스틱 시험관에 파일이 잠길 정도로 채운 후 파

일을 30분간 침윤시킨 후 파일을 꺼내어 흐르는 물에 세척 후 건조 시켜

반복 피로를 측정하였다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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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lave 처리

RC-Prep 침윤 후 파일을 멸균봉투에 포장하여 Full Automatic

autoclave HS-9041 (Hansinmedical, Korea)을 이용하여 121℃에서 30분

간 멸균처리하였다.

반복피로검사 (Cyclic Fatigue Test)

반복피로 검사 (cyclic fatigue test)는 2010년 Oh 등의 실험에 사용된

임상 근관형성 과정을 재현한 기계로 수행하였다 [12]. 이 기계는 내부

지름 1.5 mm, 근관 굴곡부위가 5mm의 반지름과 60°의 각도를 갖는 인

공 스테인레스스틸 근관이 두 장의 얇은 금속판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임상에서와 같이 1초에 1주기를 갖는 위 (4mm), 아래

(4mm)의 pecking motion을 실시한다. 전기토크로 작동하는 모터 (ATR

Tecnika; Pistoia, Tuscany, Italy)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운동

(continuous motion)을 300rpm으로 수행하였다 (Figure 2). 회전형 기구

가 운동하며 파절이 일어나는 시간은 디지털 시계 (digital chronometer)

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록되었고, 여기에 분당 회전수를 곱해 파절이 일

어날 때까지의 회전수 (NCF; number of cycles to failure)를 계산하였

다. 파절된 파일의 첨부의 길이는 디지털 캘리퍼 (digital calliper;

Colorworld, Guangdong, Chin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통계학적 분석

SPSS v20 software (SPSS, Chicago, Il, USA)를 통한 one-way

ANOVA와 등분산 가정 t-test를 이용하여 각 군 사이의 NCF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파절된 파일 첨부의 길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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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 군에 대해 파일이 부러지기 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NCF를 계산하

여 표로 나타내었다 (Table 1). 새로 사용하는 파일의 경우 아무런 처리

도 하지 않은 Group control_F가 가장 높은 평균 NCF를 보이고,

RC-Prep만을 처리한 Group RC_F보다 RC-Prep에 침윤 후 autoclave를

처리한 Group RCA_F가 더 높은 평균 NCF 값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 > .05).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파일의 경우 RC-Prep에 침윤시킨 Group

RC_U가 가장 큰 평균 NCF 값을 보였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Group control_U와 RC-Prep침윤 후 autoclave를 처리한 Group RCA_U

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 > .05).

각 군에 대해 파일의 파절편의 길이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다 (Table

1). 파절편의 길이는 여섯 군에서 모두 비슷한 평균값(2.33-2.90mm)을

가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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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NiTi 회전형 기구는 근관 치료의 효율을 증가시켜 진료의 편리성과 질

을 높인 획기적인 도구이다. 이 기구로 인해 굴곡이 심한 만곡 근관에서

도 치료가 수월해졌고, 만곡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는 이 파일이 가지는 초탄성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초탄성의 한계를 벗어나 회복 불가능한 범위까지 피로를 겪게 되

면 근관 내에서 기구의 파절이 일어나 근관치료의 실패로 발치로 이어지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NiTi 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동안

NiTi 회전형 기구가 놓이는 환경의 변화가 파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회전형 근관형성기구는

근관형성 과정에서 만곡 근관과 NaOCl, RC-Prep 등의 다양한 윤활제와

접하게 된다. 윤활제는 근관 내에서 기구가 근관형성을 하는 동안 생성

되는 잔여물을 부유하게 만들어 근관 내에 침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한다 [9]. 2005년 Peters 등의 실험에서 ProFile은 EDTA 수용액을

사용했을 때 비틀림 하중이 감소하였지만 ProTaper의 경우 윤활제의 차

이에 따른 하중변화를 볼 수 없었고 [9], 2006년 Anderson 등의 실험에

서 RC-Prep을 사용하였을 때 생리식염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근관의 벽

에 적은 스트레스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1].

근관형성에 사용된 파일은 재사용을 위해 autoclave 고온고압 멸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속의 특성이 변해 재사용 시에 근관 내

파절이 일어나는 빈도에 영향을 주는지도 파일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Plotino 등이 2012년에 K3, Mtwo, Vortex, K3

XF prototypes의 네 가지 회전형 NiTi 기구를 이용해 각각을 두 군으로

나누어 한 군은 134℃에서 35분간 10회 autoclave를 진행하였고, 다른

한 군은 대조군으로 사용해 반복피로파절을 비교한 결과 K3 XF 파일이

autoclave 진행 후에 NCF 값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다른 파일에서

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파일이 가지는 열에 대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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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성에 의한 차이이다 [1].

본 실험에서는 페이스트 형 윤활제인 RC-Prep과 autoclave 적용여부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었다. 사용한 적 없는 새 파

일을 이용해 근관형성을 하는 경우 RC-Prep에 침윤 시키는 것과

autoclave로 멸균 하는 경우 대조군에 대해 반복피로파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새로 사용하는 파일의 경우 반복피로에 견

딜 수 있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윤활제나 멸균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RC-Prep 침윤 후

autoclave를 이용해 멸균한 경우 파절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다양한 파일을 사용해 실험한 경우도 새로

사용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RC-Prep과 autoclave사용에 따른 실험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Group Control_U와 Group RC_U의 경

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값을 가지는 결과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했던 파일의 경우

실험에서 적용한 환경의 변화보다 실험 전에 각각의 파일이 사용된 정도

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RC-Prep에 침윤시킨 파

일의 경우 NCF 증가를 보였는데, RC-Prep을 파일에 묻혀 근관형성에

사용하는 과정을 모방한 과정인 RC-Prep에 침윤시킨 경우 파절에 대한

저항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에 사용한 ProFile NiTi 회전형 기구의 경우 이전의 연구에서

EDTA 수용액 침윤시에 비틀림피로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었는데 [9].

EDTA가 포함된 페이스트 형 RC-Prep사용 시의 반복피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Plotino 등의 연구에서 K3XF 파일의 경우 autoclave 처리

시에 NCF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 실험에서 사용한 ProFile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파일의 종류가 달라 고압고온에 대한 반응

이 다르고, autoclave 처리 과정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러진 파절편의 길이는 모든 군에서 오차범위내의 균일한 분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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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길이는 파일 자체의 특성과 근관의 굴곡부위와 접하게 되는 파

일의 첨부가 같은 부위였기 때문에 피로가 집중되는 부분이 비슷했던 것

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근관형성 시에도 굴곡이 심한 근관의 첨부에

서 파일이 부러질 확률이 높아 부러진 파절편을 제거하기 어려워 근관치

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새 NiTi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임상에서

3회 이상 사용한 기구에서 모두 RC-Prep 침윤과 autoclave 멸균은 기구

의 반복피로파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았고 비슷한 길이의 파

절편이 생성되었다. 임상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 파일의 경우 이전의

사용경력에 따른 파절저항의 차이가 RC-Prep 과 autoclave멸균의 영향

보다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의 추가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부족했던 임상에서의 사용정도

에 의한 결과의 차이와 보다 다양한 윤활제를 사용했을 때의 비교, 임의

근관이 아닌 실제 치아 근관에서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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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cycles of failure(NCF) and the length of

fractured fragment(mm) of each file group (mean ± SD) .

Group
New files Used files

control_F RC_F RCA_F control_U RC_U RCA_U

NCF 1385.00±
347.71a

928.50± 
292.39a

1185.54±
280.44a

2525.10±
35.21b

4563.96±
610.93b

2053.98±
381.04b

Fragment 
length

2.33±
0.58c

2.70±
0.48c

2.60±
0.52c

2.50±
0.71d

2.40±
0.55d

2.90±
0.32d

* RC and RCA mean RC-Prep and RC-Prep and autoclave

respectively.

*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in same

superscript letters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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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mmersion of NiTi rotary instruments in RC-P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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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yclic fatigue test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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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mmersion

in RC-Prep on Cyclic Fatigue

of ProFile Nickel-Titanium

Files

(Directed by Professor WooCheol Lee)

MinJae Kang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NiTi instruments are very popular and effective

instruments during root canal preparation. But instruments often

fracture in root canal due to torsional or cyclic fatigue. Some

lubricants usually used during root canal treatment to reduce the risk

of separation of instru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immersion in RC-Prep on cyclic fatigue of ProFile nickel-titanium

files.

Materials and Methods: New and used Size 35 .06 ProFile files

were selected. Each group was then divided into 3 subgroups and

submitted to the following protocols: no immers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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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in RC-Prep for 30 minutes at room temperature, immersion

in RC-Prep for 30 minutes at room temperature and then sterilized at

a temperature of 121℃ for a duration of 30 minutes. The cyclic

fatigue resistance test was performed by using an artificial

stainless-steel root canal with 1.5 mm inner diameter and a curvature

with 5 mm radius and 60° angle. Pecking motion was continuously

performed by continuous motion (300rpm) using a handpiec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number of cycles of failure (NCF) and

fragment length of fractured tip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an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Resistance to cyclic fatigue of the fil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groups (P > .05). Fragment

length of fractured tips was neither not affected by immersion or

sterilization significantly.

Conclusions: Immersion in RC-Prep or autoclave sterilization did not

reduce the cyclic fatigue resistance of ProFile NiTi instruments

significantly (P > .05).

Key words: cyclic fatigue, nickel-titanium, NCF, RC-Prep, autoclav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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