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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정상적인 치아에서는 불쾌감이나 동통을 주지 않는 열,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 노출된 상아질에 나타나는 특이한 

지각반응으로 복잡한 하나의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상아질의 구강 

내 노출은 부적절한 칫솔질이나 치은 퇴축으로 인한 치경부 노출, 수복치료를 

위한 치아삭제나 치주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완화하기 위해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를 도포할 수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과 원리는 다양하며 몇몇 

성분들은 상아질의 구성성분과 상아질 접착제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접착력이 떨어지고 충분한 변연 봉쇄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6개의 치아를 자가중합형 레진으로 포매한 후 트리머와 

SiC 연마지로 연마하여 상아질을 노출시킨 다음 지각과민 처치제를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과 7개 실험군에 각각 7개 시편을 배당하였다. Gluma 

desensitizer(Heraeus Kulzer Inc.), SuperSeal(Phoenix Dental Inc.), 

BisBlock(BISCO Inc.), MS Coat(Sun medical Co.), Seal & Protect(Dentsply 

Co.), Hurriseal(Beutlich Pharmaceutical), Zarosen(Cetylite Industries) 7 

종류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도포하고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urpose(3M ESPE)를 적용한 후 미리 중합한 복합 

레진(Filtek Supreme, 3M) 블럭(지름 3.5mm, 높이 5mm)을 접착하였다. 시편을 

증류수(37℃)에 24시간 보관한 후 만능시험기(Instron 4422)에서 1.0 

mm/min의 하중 속도로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40개의 치아시편을 8개 군으로 나누고 5급 와동(가로 2mm, 세로 4mm, 깊이 

2mm)을 형성한 후 지각과민 처치제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도포하고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urpose(3M ESPE)를 적용한 후 복합 

레진(Filtek Supreme, 3M)으로 수복하였다. 2% methylene blue 용액에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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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한 후 저속 다이아몬드 톱(Isomet 1000, Buehler)으로 와동 중앙에서 

치아의 장축을 따라 절단한 다음 와동벽을 따라 색소가 침투된 정도를 실체 

현미경(SMZ-U, Nikon)으로 평가하였다. 미세누출 정도는 색소 침투가 전혀 

관찰되지 않은 경우를 "0", 색소 침투가 치은 측벽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색소침투가 치은 측벽의 끝 부위까지 진행된 경우를 "2", 색소 

침투가 치은 측벽을 초과하여 와저을 포함하여 침투한 경우를 "3"으로 하여 

상아질 시편의 미세누출을 분석하였다. 

 각 실험군에서 전단결합 강도(MPa)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실험군의 평균값(표준편차)는 대조군 24.23(4.21), Gluma 22.44(5.70), 

HurriSeal 24.99(4.53), Zarosen 24.13(4.71), MS-Coat 18.64(5.78), 

Seal&Protect 11.71(4.40), SuperSeal 9.12(2.21), BisBlock 

8.66(2.60)이었다. Newman-Keuls 다중 비교 검정을 5% 유의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대조군과 Gluma, HurriSeal, Zarosen, MS-Coat를 도포한 

실험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SuperSeal, BisBlock, 

Seal&Protect를 도포한 실험군들은 대조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각 실험군에서 미세누출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0(3개)과 1(2개)로 관찰되었으며 Gluma는 0(3개)과 1(2개), 

HurriSeal은 0(2개)과 1(3개), Zarosen은 0(3개)과 1(2개), MS-Coat는 

0(2개)과 1(3개) Seal&Protect은 0(3개)과 1(2개)로 관찰되어 대조군과 

유사하였고, SuperSeal은 1(2개)과 2(3개), BisBlock은 0(1개), 1(2개), 

2(2개)로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주요어: 상아질 지각과민증,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 전단결합 강도, 

변연미세 누출 

학 번: 2009 - 2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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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이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동통으로 치과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괴로운 임상 증상 중의 

하나이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정상적인 치아에서는 불쾌감이나 동통을 주지 

않는 열,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자극에 의해 노출된 상아질에 나타나는 특이한 

지각반응으로 복잡한 하나의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상아질의 구강 

내 노출은 부적절한 칫솔질, 치은 퇴축에 의한 치경부 노출, 치료를 위한 

치아삭제나 치주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발현 

빈도는 상당히 높다. 한 연구에 의하면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인구의 

8~35%에서 발현된다고 하고,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5%에서 발현된다고 보고되었다.2)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발현기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transducer 이론, gate 

control 이론, modulation 이론, hydrodynamic 이론 등이 있었으나 현재 

이중에서 hydrodynamic 이론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아질이 노출되면 탈수, 열 자극 및 냉 자극 등에 의한 상아세관 내 액체의 

이동으로 조상아 세포, 신경말단 또는 혈관 등에 기계적 자극과 손상 등을 

주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3) 따라서 상아세관을 통한 액체의 움직임을 

차단함으로써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도말층을 형성하여 상아세관을 폐쇄시키거나,4) 약제를 

이용하여 상아세관의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아세관의 폐쇄를 

유도하는 다양한 약제들이 지각과민처치제로 추천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제로 

calcium hydroxide, sodium fluoride, silver nitrate, glucocorticoids, 

resin, oxalate, 치약 들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소적으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Pashley에 의해 소개된 oxalate 

등을 사용하거나,5) 수복재료를 사용하거나 상아질 접착 시스템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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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성분과 원리는 다양하며 그 중 

몇가지 구성성분들은 상아질과 상아질 접착제간의 화학적 상호작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접착력이 감소되고 충분한 밀폐를 방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luma desensitizer(Heraeus Kulzer Inc.), 

SuperSeal(Phoenix Dental Inc.), BisBlock(BISCO Inc.), MS Coat(Sun 

medical Co.), Seal & Protect(Dentsply Co.), Hurriseal(Beutlich 

Pharmaceutical), Zarosen(Cetylite Industries) 7 종류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도포하고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urpose(3M ESPE)를 적용한 후 미리 중합한 복합 레진(Filtek Supreme, 

3M) 원통형 블록 (지름 3.5mm ´ 높이 5mm)을 접착하여 전단결합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5급 와동 (가로 2mm ´ 세로 4mm ´ 깊이 2mm)을 

형성한 후 7종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도포하고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urpose를 적용한 후 복합 

레진(Filtek Supreme, 3M)으로 수복하여 상아질 시편의 미세누출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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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전단결합 강도 측정 

1-1. 치아 시편 준비 

 1개월 내에 발치된 건전한 사람의 치아를 이용하였다. 치아는 수복치료를 

하지 않고 치아 우식증이 없는 상하악 대구치만을 사용하였다. 선별된 56개의 

치아는 생리식염수에 저장되었다. 각각의 치아는 전단결합강도 측정 실험의 

편의를 위하여 원통형 몰드 (지름 30mm ´ 높이 20mm)에 수직으로 놓고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으로 포매하였다. 치아의 교합면이 아크릴릭 레진의 

밑면에 가능한 평행하도록 포매하였다. 이들 시편은 Trimmer를 이용하여 

치관부의 상아질이 노출될 때까지 삭제하였고, SiC 연마지 (#600)로 

연마하였다. 이때 노출된 상아질 면은 레진 블럭의 밑면에 평행하고 치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노출된 상아질은 증류수에 1일간 보관하였다 (Fig. 

1). 

 

 

Fig. 1. Tooth embedded in acrylic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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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 도포 

 대조군을 포함하여 8개의 군으로 나누었고 대조군과 7개의 실험군에 각각 

7개의 치아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배분하였다. 표면 처리를 위한 지각과민 

처치제는 Table 1과 같다. 각각의 치아를 35% 인산 (Vericom, Korea)로 산-

부식처리한 후 7종의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노출된 상아질 표면에 도포하였고, 대조군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Table 1. Composition & procedure of desensitizing agent 

Desensitizer 
(Manufacturer) 

Tubule 
occlusion Composition pH Procedure 

Gluma Desensitizer  
(Heraeus Kulzer,  
Germany) 

Resin and 
protein 
precipitation 

5% glutaraldehyde, HEMA (2-
hydroxyethyl methacrylate), 
purified water 

3.4 Apply for 30s,  
dry 
thoroughly, 
rinse 

SuperSeal (Phoenix 
Dental, USA) 

Crystal 
precipitation 

Oxalic acid, potassium salt 2.7 Apply for 30s, 
gentle dry 

BisBlock(BISCO, 
USA) 

Crystal 
precipitation 

Oxalic acid, potassium salt and 
water 

1.5-
1.8 

Apply for 30s, 
rinse, leave 
moist for 
bonding 

MS-Coat(Sun 
Medical, Japan) 

Resin and 
Crystal 
precipitation 

Liquid A: water, copolymer with 
sulfonic group 
Liquid B: water, oxalic acid 

1 Apply for 30s, 
dry 10 s, rinse 

Seal & Protect  
(Dentsply Caulk, 
USA) 

Resin Di- and trimethacrylate resins , 
PENTA, nanofillers, 
photoinitiators, stabilizers, 
cetylamine hydrofluoride, 
Triclosan, acetone 

1.5 Apply for 20s, 
dry 5s,  
LC 10S,  
apply second 
layer 

HurriSeal (Beutlich 
Pharmaceutical, 
USA) 

Crystal 
precipitation 

5% benzalkonium chloride, 35% 
HEMA, 0.5% sodium fluoride, 
water 

6.4 Apply for 20s, 
dry,  
repeat 2 more 
times 

Zarosen (Cetylite 
Industries, USA) 

Resin Copal resin, strontium chloride - Apply for 30s,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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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합 레진 접착 

 각각의 지각과민 처치제로 표면 처리한 상아질에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ose (3M ESPE, USA)를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적용한 다음 

미리 중합한 복합 레진(Filtek Supreme, 3M, USA) 블록 (지름 3.5mm ´ 높이 

5mm)을 접착하고 광중합하였다 (Fig.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아질 

접착제와 복합 레진은 Table 2와 같다. 

 

Fig. 2. Specimen for shear bond strength test 

 

Table 2. Composition & Procedure of Adhesive and composite resin 

 used in the study 

Material Composition Procedure 
Scotchbond MultiPurpose 
(3M ESPE, St Paul, MN, 
USA) 

Primer: aqueous solution of 
HEMA and a polyalkenoic acid 
copolymer. 
Adhesive: Bis-GMA, HEMA, 
initiators (5PH) 

Apply primer and dry gently 
for five seconds. Apply 
adhesive and light cure for 10 
seconds. 

Filtek Z-250 (3M ESPE, 
St Paul, MN, USA) 

Bis-GMA, UDMA, Bis-EMA, 
initiator and zircon/silica filler 

Insert four 1.0-mm layers and 
light cure them, individually, 
for 40 seconds. 

Abbreviations: BIS-GMA: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dimethacrylate; Bis-EMA:  Bisphenol A 
polyethylene glycol diether dimethacrylate; HEMA 2-Hydroxyethyl methacrylate,; UDMA: 
urethane di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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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위한 전체적인 시편 준비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시편의 초기 제작 
   

  

  
 

 

24h 37℃ 증류수 
  

  

  
     

  

etching: 
 

35% phosphoric acid: 30 초 산부식 10 초 수세   

  
 

 

    
  

  
     

  

Desensitizer:  

     
  

None Gluma SuperSeal BisBlock 
MS-

coat 
Seal&Protect HurriSeal Zarosen 

7 7 7 7 7 7 7 7 

  
 

 

    
  

  
     

  

Adhesive: Scotchbond Multipurpose: Primer 적용하고 5 초동안 gentle dry 

  
 

 

 
   Adhesive 적용하고 10 초동안 light cure 

  
     

  

Resin : 
 

Filtek Z-250: 미리 중합된 복합레진 블록 접착   

  
 

 

24h 37℃ 증류수 
  

  

  
     

  

  
 

전단결합 강도 검사 
   

  

                

 

Fig. 3. Diagram illustrating specimen preparation and storage for 

 shear bond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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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단결합 강도 측정 

 완성된 시편은 37℃의 증류수에 24시간 동안 보관한 후 전단 결합 강도의 

측정을 위해 만능 측정 시험기(Model 4422, Instron Inc., USA)에 제작된 

시편을 고정하고 상아질과 상아질 접착제의 계면부위에 힘을 가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지그를 이용하여 1 mm/min 하중속도로 파절이 일어날 때까지 

전단응력을 가하여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4). 

 

 

Fig. 4. Shear bond strength test in universal te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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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연미세누출 평가 

2-1. 치아 시편 제작 

 1개월 내에 발치된 건전한 사람의 치아를 이용하였다. 치아는 수복치료를 

하지 않고 치아 우식증이 없는 상하악 소구치와 대구치만을 사용하였다. 

선별된 40개의 치아는 생리식염수에 저장되었다. 각각의 치아를 미세변연누출 

평가를 위해 카바이드 버 (No. 330, Komet, Germany)를 사용하여 치아에 5급 

와동 (가로 2mm ´ 세로 4mm ´ 깊이 2mm)을 형성하여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Fig. 5). 

 

 

Fig. 5. Class V cavity preparation 

 

2-2.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 도포 

 대조군을 포함하여 8개의 군으로 나누었고 대조군과 7개의 실험군에 5개의 

치아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배분하였다. 각각의 치아를 35% 인산으로 산-

부식처리한 후 7 가지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를 각각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노출된 상아질 표면에 도포하였고,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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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과정 

 각각의 재료로 표면 처리한 상아질에 제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ose를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적용하였고 그 후 복합레진 (Filtek Z-

250)을 1 mm 두께로 2회 걸쳐 적층 충전하고 광중합하였다 (Fig. 6). Fig. 

7에는 미세변연누출 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시편 준비과정을 도식화하였다. 

 

 

Fig. 6. A composite resin applied in two increments 

   with a height of approximately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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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초기 제작 (5 급 와동의 형성) 
 

  

  
 

 

24h 37℃ 증류수 
  

  

  
     

  

etching: 
 

35% phosphoric acid: 30 초 산부식 10 초 수세   

  
 

 

    
  

  
     

  

Desensitizer:  

     
  

None Gluma SuperSeal BisBlock 
MS-

coat 
Seal&Protect HurriSeal Zarosen 

5 5 5 5 5 5 5 5 

  
 

 

    
  

  
     

  

Adhesive: Scotchbond Multipurpose: Primer 적용하고 5 초동안 gentle dry 

  
 

 

 
   Adhesive 적용하고 10 초동안 light cure 

  
     

  

Resin : 
 

Filtek Z-250: 1mm 두께로 2 회에 적층 충전 
 

  

  
 

 

24h 37℃ 증류수 
  

  

  
     

  

  
 

미세변연 누출 평가      

 
           

 

Fig. 7. Diagram illustrating specimen preparation and storage for 

 microleak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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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세변연 누출의 평가 

 시편을 수분 제거하여 건조한 후 복합 레진으로 수복된 계면 부위에서 약 2 

mm 정도 간격을 남기고 투명한 nail varnish를 도포하여 복합 레진 수복물 

계면 이외에서 색소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편을 2% methylene blue 

(Aldrich, USA) 염색 용액에 4시간 보관한 후 흐르는 물에서 시편에 묻어 

있는 염색용액을 깨끗이 세척하였다. 저속 다이아몬드 톱 (Isomet 1000, 

Buehler, USA)으로 와동 중앙에서 치아의 장축을 따라 절단하였다 (Fig. 8). 

와동벽을 따라 색소가 침투된 정도를 실체 현미경 (SMZ-U, Nikon, Japan)으로 

평가하였다. 

 

 

 

Fig. 8. Tooth sectioned using Isomet saw. 

 미세누출 정도는 색소 침투가 전혀 관찰되지 않은 경우를 "0", 색소 침투가 

치은 측벽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색소침투가 치은 측벽의 끝 

부위까지 진행된 경우를 "2", 색소 침투가 치은 측벽을 초과하여 와저을 

포함하여 침투한 경우를 "3"으로 하여 상아질 수복물의 미세누출을 

분석하였다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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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roleakage score=0 

 

b) microleakage score=1 

 

c) microleakage score=2 

Fig. 9. Micrographes of cross-section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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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전단결합 강도 

 각 실험군에서 전단결합 강도 (MPa)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3). 각 실험군의 평균값(표준편차)는 대조군 24.23(4.21), Gluma 

22.44(5.70), HurriSeal 24.99(4.53), Zarosen 24.13(4.71), MS-Coat 

18.64(5.78), Seal&Protect 11.71(4.40), SuperSeal 9.12(2.21), BisBlock 

8.66(2.60)이었다. one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각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Newman-Keuls 다중 비교 검정을 5% 유의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결과 대조군과 Gluma, HurriSeal, Zarosen 및 MS-

Coat를 도포한 실험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p>0.05), SuperSeal, 

BisBlock 및 Seal&Protect를 도포한 실험군들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합강도를 보였다 (p<0.05). 

 

Table 3. Mean shear bond strength values, standard deviation of 

 group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m 

Code N(teeth) Shear bond strength(MPa) 

Control 7 24.23 ± 4.21a 

Gluma 7 22.44 ± 5.70a 

SuperSeal 7 9.12 ± 2.21b 

BisBlock 7 8.66 ± 2.60b 

MS-Coat 7 18.64 ± 5.78a 

Seal & Protect 7 11.71 ± 4.40b 

HurriSeal 7 24.99 ± 4.53a 

Zarosen 7 24.13 ± 4.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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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ewman-Keuls multiple comparison test was performed at the p=0.05 

significance level to determine specific pairwise differences. At the 

0.05 significance level, the means of any two group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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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변연 누출 평가 

 각 실험군에서 미세누출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4). 

대조군의 경우는 0(3개)과 1(2개), Gluma는 0(3개)과 1(2개), HurriSeal은 

0(2개)과 1(3개), Zarosen은 0(3개)과 1(2개), MS-Coat는 0(2개)과 1(3개) 

Seal&Protect은 0(3개)과 1(2개)로 관찰되어 대조군과 유사하였고, 

SuperSeal은 1(2개)과 2(3개), BisBlock은 0(1개), 1(2개), 2(2개)로 

관찰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oneway ANOVA test를 5% 

유의수준에서 시행한 결과 각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Table 4. Microleakage score of groups 

Code N(teeth) 
Microleakage score 

0 1 2 3 

Control 5 3 2 0 0 

Gluma 5 3 2 0 0 

SuperSeal 5 0 2 3 0 

BisBlock 5 1 2 2 0 

MS-Coat 5 2 3 0 0 

Seal & Protect 5 3 2 0 0 

Hurriseal 5 2 3 0 0 

Zarosen 5 3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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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로 다른 수종의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를 노출된 상아질 표면에 도포하고 4세대 상아질 접착제인 Scotchbond 

Multipurpose를 적용한 후 복합 레진으로 충전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해 하여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가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아질 지각과민의 발현 기전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Brannstrom의 Hydrodynamic theory이다. 이 이론은 상아질의 노출된 

상아세관으로 치수와 외부환경이 통해 있으면 외부자극, 즉 온도변화나 

화학적 변화, 기계적 자극이 가해지면 그에 따른 외부 유체압의 변화 또는 

외부환경의 삼투압 변화가 상아세관 내의 조직액의 흐름을 증가시켜서 이 

유체의 흐름이 치수 내의 신경섬유에 대한 기계적 반응을 야기시켜 동통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6,7) 

 이러한 상아질 지각과민의 치료는 상아세관 액의 이동이나 상아질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제재들을 이용하며, 노출된 상아질의 잇솔질에 의한 도말층의 

형성, 상아세관 내에 불용성 침착물의 형성, 레진의 도포, 상아질 접착제의 

사용 등이 이용된다.8)  

 도말층의 형성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도말층은 회전 절삭 기구의 사용 후에 

상아질 표면에 남아있는 파편들과 약하게 결합된 무정형 막으로 정의되고 1-

5㎛의 두께를 가지게 된다. Pashley에 의하면 저속, 고속 절삭기구에 의해 

생성된 도말층은 산 처리된 상아질과 비교해서 약 98% 가량 상아질 투과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9)  

 상아세관 내에 불용성 침착물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oxalate 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Potassium oxalate가 노출된 상아질에 적용될 때 상아질 내의 

칼슘과 반응해서 calcium oxalate 불용성 침착물이 되고 이것이 상아세관을 

막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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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질 접착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아질 지각과민을 해소하는 기전으로 

혼성층의 형성과 레진 tag와 상아세관의 결합으로 치과 수복용 레진과 

접착제를 도포하면 상아세관이 밀폐되어 외부 자극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바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상아질 지각과민 반응을 처치하기 위해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를 사용하였는데, 먼저 Gluma는 35% hydroxyethyl-methacrylate 

(HEMA)와 5% glutaraldehyde를 함유하며 이것의 효과는 상아세관 내에 있는 

dentin fluid protein과 결합하여 침전물을 형성하는 기전으로 상아세관을 

막는 것이다.12) HEMA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용성으로 인해 

glutaraldehyde가 상아세관 내로 깊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1개월 내 발치된 소구치와 대구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지만 실활치이기 때문에 dentin fluid protein의 소실이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이것은 Gluma를 생활치에 적용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SuperSeal과 BisBlock은 친수성의 potassium oxalate가 노출된 상아세관의 

상아질과 화학 작용하여 불용성 침착물인 calcium oxalate를 형성하여 

상아세관을 봉쇄하게 된다. 이 제재들은 레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oxalic acid가 도말층을 제거하고 potassium oxalate가 세관 내부로 깊이 

침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한다.5) SuperSeal과 BisBlock이 낮은 접착력을 갖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SuperSeal (pH 2.7)과 BisBlock (pH 1.5-1.8)의 

낮은 pH는 상아질에 과도한 산-부식 효과를 주고 상아질의 탈광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과도하게 산-부식처리된 상아질의 

접착강도는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13-15) 또한 SuperSeal과 BisBlock의 

적용 후 상아질 표면에 남아 있는 oxalic acid는 칼슘과 반응하여 결정상 

형태의 석출물을 형성하고 이것은 상아질 접착제의 중합을 방해할 수 있고 

상아질 접착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력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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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Coat는 polymer-reinforced precipitate이며, polymethylmeth-acrylate와 

oxalic acid가 주성분이다. MS-Coat는 oxalate와 자가중합 접착 레진의 혼합 

사용을 이용해 지각과민 반응의 처치에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MS-Coat는 potassium oxalate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효과를 

위해 oxalic acid를 포함하고 있으며 calcium oxalate crystal을 형성하고 

레진 성분인 copolymer를 포함한다. Calcium oxalate crystal이 레진을 

포함한 지각과민 처치제의 구성성분인 copolymer의 유상액에 의해 응집되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17) 또한 MS-Coat (pH 1)의 낮은 pH는 

상아질의 과도한 산-부식 효과를 유발시키고 상아질의 탈광화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상아질 표면에 잔류하는 oxalic acid가 칼슘과 반응하여 

석출물을 형성하고 이것은 상아질 접착제의 중합을 방해하여 접착력이 감소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용이 대조군과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력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Seal & Protect는 항균 작용을 하는 triclosan, 결합을 증진시키고 적심성 

(wettability)을 향상시키는 PENTA, 나노필러 (nanofiller), 광중합 개시제, 

아세톤 및 불소를 방출하는 CAHF 등으로 구성된다. Seal & Protect로 처리한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상아세관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시편을 14주간 칫솔질한 후의 모습에도 세관 내가 거의 막혀 있는 양상으로 

마모저항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18) Seal & Protect의 

접착력이 약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Seal & Protect는 광중합을 통해 

상아질 표면을 덮는 레진층을 형성하고 상아세관 내로 레진 플러그를 

형성하는데 이는 상아질 접착제에 의한 혼성층 (hybrid layer) 형성을 방해할 

것이다.19) 또한 Seal & Protect (pH 1.5)의 낮은 pH는 상아질의 과도한 산-

부식 효과와 상아질의 탈광화 등으로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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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각과민 처치제의 도포가 제4세대 상아질 접착제의 

상아질에서의 접착력과 미세누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아무런 

처지를 하지 않은 대조군과 Gluma, HurriSeal 및 Zarosen을 도포한 실험군의 

전단결합 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xalic acid를 포함하고 pH가 

상대적으로 낮은 SuperSeal, BisBlock을 도포한 실험군들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전단결합 강도을 보였고 미세변연 누출 평가도 다른 실험군들, 

대조군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Oxalic acid를 포함하고 

pH가 상대적으로 낮은 MS-Coat를 도포한 실험군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전단결합 강도을 보였다. 상아질 표면에 레진층을 

형성하고 pH가 상대적으로 낮은 Seal&Protect를 도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접착력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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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everal dentin 

desensitizers on shear bond strength 

and microleakage of dentin adhesive 

system 

 

Kidong, Kim 

Th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in hypersensitivity is characterized by short, sharp pain arising 

from exposed dentin in response to stimuli(thermal, tactile, osmotic, 

evaporative, chemical) that cannot be explained by any dental defect or 

pathology. This clinical problem may arise as a result of loss of enamel 

or root surface denudation with expose of underlying dentin. Exposure of 

dentin is closely related to dentinal hypersensitivity. Periodontal 

disease, periodontal treatment, and improper brushing habits can also 

result in gingival recession contributing to sensitive teeth. Dentin 

desensitizers are used to minimize sensitive teeth. Variety of 

ingredients of different dentin desensitizers and interface of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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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between dentin and dentin adhesive system due to various 

ingredients may reduce bonding strength and sealing ability of dentin 

adhesiv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shear bond strength and microleakage between dentin and dentin adhesive 

system after several dentin desensitizer were used.  

 The dental desensitizers were Gluma desensitizer(Heraeus Kulzer Inc.), 

SuperSeal(Phoenix Dental Inc.), BisBlock(BISCO Inc.), MS Coat(Sun 

medical Co.), Seal & Protect(Dentsply Co.), Hurriseal(Beutlich 

Pharmaceutical) and Zarosen(Cetylite Industries). For Shear bond 

strength test, 56 dentin exposed teeth were randomly assigned to seven 

experimental groups and one control group. Each dental desensitizer was 

applied to each experimental group according to each manufacturer’s 

instructions. The specimens were bonded by three-step dentin adhesive 

system(Scotchbond Multipurpose,3M ESPE). Pre-polymerized resin block was 

used to bond.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using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4022, Instron Co.)  

 For microleakage test, 40 teeth(class V cavity preparation) were 

randomly assigned to seven experimental groups and one control group. 

Each dental desensitizer was applied to each experimental group 

according to each manufacturer’s instructions. The specimens were 

bonded by three-step dentin adhesive system(Scotchbond Multipurpose, 3M 

ESPE). A composite build-up was made using a single resin 

composite(Filtek Z-250, 3M ESPE), which was applied in increments. The 

teeth were stored in a solution of 2% methylene blue for 4 hours. The 

teeth were longitudinally cut into two sections through the center of 

the cavities in a mesio-distal direction using low speed diamond 

saw(Isomet 1000, Buehler). The dye penetration scores (0-3)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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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d with a stereomicroscope(SMZ-U, Nikon) according to the stained 

ranges as  follows:“0”: no dye penetration through the gingival wall,  

“1”:dye penetration through less than 1/2 of the gingival 

wall,”2”:dye penetration through more than 1/2 of the gingival 

wall,“3”:dye penetration through cavity floor over gingival wall. 

 The results of shear bond strength test were as followings;  

The control group showed the large strenghth(24.23MPa) in the shear 

strength experiment. Mean value of each experiment group were Gluma 

(22.44MPa), HurriSeal(24.99 MPa), Zarosen(24.13MPa), MS-Coat (18.64 MPa), 

Seal&Protect(11.71MPa), SuperSeal(9.12MPa), BisBlock (8.66MPa). Newman-

Keuls multiple comparison test was performed at the p=0.05 significance 

level.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 group treated with Gluma, HurriSeal, Zarosen, MS-Coat. The 

experiment group with SuperSeal, BisBlock, Seal&Protect yielded 

significantly lower mean bond strength than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microleakage test were as followings; 

Microleakage score of the control group showed “0”(3)and“1”(2). 

Microleakage score of each experiment group were Gluma:“0”(3) and 

“1”(2), HurriSeal:“0”(2) and“1”(3),Zarosen:“0”(3) and “1”(2), 

MS-Coat:“0”(2) and “1”(3) Seal&Protect:“0”(3) and “1”(2), 

SuperSeal:“1”(2)and“2”(3), BisBlock :“0”(1),”1”(2) and “2”(2).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 group 

treated with Gluma, HurriSeal, Zarosen, MS-Coat, Seal&Protect. The 

experiment group with SuperSeal, BisBlock, showed relatively higher 

microleakage score than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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