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치의학석사 학위논문

최신 근관전색제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연구

A Systematic review on the biological,

chemico-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stest root canal sealer.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하 희 진



- 2 -

최신 근관전색제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 비교연구

A Systematic review on the biological,

chemico-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stest root canal sealer.

지도교수  양 형 철

이 논문을 치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하 희 진

하희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임 범 순 (인)

부위원장 양 형 철 (인)

위 원 안 진 수 (인)



- 1 -

국문초록

최근 근관치료의 발달로 인해 치아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환자와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근관치료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적합한 근관전색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관전색제는

근관충전제와 근관 벽 사이의 미세 공간을 채워 치아 외부의 물질

이 근관 속 또는 치근단을 통하여 치조골 내로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관 충전 시 윤활제 역할을 하여 충전제가 근

관 속에 안착하는 것을 돕는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근관전색제를 선별하여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조

건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근관전색제로서 다양한 기전의 재료가 개발되어 있고, 가장

우수한 성질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것은 epoxy resin 계열의 AH

Plus이다. 이번 비교 연구에서 조사된 근관전색제는 epoxy resin

계열의 AH Plus, MTA 계열의 Fillapex, silicone 계열의

Gutta-Flow와 RoekoSeal, methacrylate resin 계열의 EndoREZ와

Epiphany, ZOE 계열의 Endomethasone, CaOH 계열의 Sealapex와

Apexit 등이다. 비교연구에 기준이 되는 요구조건은 1)생체적합성,

2)치관변색, 3)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4)관주액에 대한 용해도, 5)

항균성 등으로 Grossman의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조건을 참

고하여 선별하였다.

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근관전색제를 비교해 본 결과, Silicone

계열과 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의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였고

MTA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비교적 낮은 생체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MTA 계열의 Fillapex는 epixy resin 계열의

AH Plus 또는 CaOH 계열의 Sealapex보다 높은 세포 독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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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licone 계열인 GuttaFlow와 RoekoSeal

은 근관전색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세포 독성을 갖는 것으로,

methacylated resin 계열의 EndoREZ와 Epiphany는 AH Plus와

비슷한 정도의 세포 독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epoxy resin 계열이나 ZOE 계열의 근관전색제보다

높은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치관 변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AH Plus가 다른 전색제

보다 치관 변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는 GuttaFlow와 AH Plus가 작은 반면,

Sealapex와 Apexit은 큰 용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근관전색제의 관주액의 용해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 NaOCl과 EDTA를 이용한 연구에서 AH Plus가 큰

용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관전색제의 항균성은 Fillapex가 AH Plus보다 항균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oekoSeal과 GuttaFlow는 항균성을 전혀 나

타내지 못했다.

본 조사 연구의 결과는 적절한 근관전색제의 선택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root canal sealer, biocompatability, discoloration,

solubility, dissolution, antibacterial

학 번 : 2010-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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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근관 치료에 이용되는 기술과 재료 및 장비의 발달로 인해 치아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환자와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1-4] 근관

치료 후에 근관은 Gutta-percha 등의 근관충전제와 근관전색제로 채워

지게 된다. 따라서 근관 치료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근관

전색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5]

근관전색제는 근관충전제와 근관 벽 사이의 미세 공간을 채워 치아 외

부의 물질이 근관 속 또는 치근단을 통하여 치조골 내로 퍼지는 것을 막

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관 충전 시 윤활제 역할을 하여 충전제가 근관

속에 안착하는 것을 돕는다.[6] 근관치료의 성공을 위해 근관전색제가 적

합한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니며 치근단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7]

기존의 근관전색제는 크게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의 근관

전색제는 Grossman 또는 Ricker’s formulas를 기반으로 한 zinc

oxide-eugenol(ZOE) 계열을 근관전색제이다.[8] ZOE 계열의 근관전색제

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 후에 등장한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는 임상적 성질이 우수하여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

다. 1980년대에 등장한 calcium hydroxide(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치근단에 경조직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9]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나온 glass ionomer(GI)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자발적으로 상아질

에 접착하는 성질이 있어 치근단을 밀폐하는데 적합할 것이라 기대되었

다.[10, 11] 하지만 GI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재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등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해 현재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MTA 계열, silicone 계열, methacrylated resin 계열 등의 근

관전색제가 개발되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TA 계열 근관전

색제는 골전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고,[12-14] 알칼리성 pH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5] silicone 계열의 근관전색제의 경우 대표적 근관

충전제인 gutta-percha와의 균질한 충전을 위해 개발되었다. 흐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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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력이 우수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methacylated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근관충전제와 상아질에 동시에 접착하는 성

질이 있다.[17] 이로 인해 다른 계열의 근관전색제들 보다 비교적 밀폐력

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8]

근관전색제는 근관치료 시에 필수적인 재료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

으며 다양한 계열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각 근관전색제의 특성을 비교하

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수 보고되었다. 또한　특정 계열의 근관전색제의

다양한 특성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계열의 근관전색제들을 단일한 특

성으로 비교한 연구들은 다수 있었다.[19-28]

Vujaskovic는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SEM)을 사용한 실험에

서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인 GuttaFlow(Colténe/Whaledent,

Altstätten, Switzerland)가 GI 계열의 Ketac-Endo(3M ESPE)보다

gutta-percha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여 밀폐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보

고 하였다.[19] Lee의 연구에서 ZOE 계열, CaOH 계열, epoxy resin 계

열, GI 계열 근관전색제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gutta-percha와의 접착성

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ZOE 계열과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

제가 비교적 접착성이 강하였다.[27]

Alnezi의 연구에서 calcium silicate 계열의 Endosequence BC

(Brasseler USA, Savannah, GA) 와 회색 및 흰색 MTA를 대상으로 실

험한 결과 세포의 생활력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epoxy

resin 계열의 AH 26(Dentsply, Konstanz, Germany)은 세포의 생활력을

확실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8] Karapinar-Kazandag는

L929 세포와 사람의 치수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Epiphany(Pentron Clinical Technologies, LLCC, Wallingford,

CT, USA)가 비교적 높은 세포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22]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관전색제를 선별하여 이

근관전색제들이 기존의 근관전색제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Grossmas의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조건을 참고하여 근관전색제가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요구조건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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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선정된 요구조건들을 바탕으로하여 최신의 근관전색제들을 기

존의 근관전색제들과 더불어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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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신 근관전색제의 종류

일반적으로 주요 네 가지 종류의 근관전색제는 zinc oxide

eugenol(ZOE)계열, epoxy resin 계열, calcium hydroxide(CaOH) 계열,

그리고 glass ionomer(GI) 계열의 근관전색제이다.[29] ZOE 계열과

epoxy resin 계열, 그리고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여전히 많이 이용되

고 있지만 GI 계열 근관전색제는 경도가 강하고 용해성이 낮아 재치료

및 포스트공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널리 사용되지 못해 이번 비교 연

구에서 제외 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임상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근관전색제는 epoxy resin 계열이다.[30, 31]

최근 개발된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계열과 silicone 계열,

그리고 methacyr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는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어 비교 연구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근관전색제의 계열인 ZOE 계열, epoxy

resin 계열, CaOH 계열과 최신 근관전색제 계열인 MTA 계열, silicone

계열, methacrylated resin 계열 등의 여섯 계열의 근관전색제들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각 계열에 따라 선별된 아홉 가지의 제품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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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제품 제조사

ZOE Endomethasone Septodont, France

Epoxy resin AH Plus Dentsply, Konstanz, Germany

CaOH
Sealapex SybronEndo, Orange, CA, USA

Apexit Vivadent, Germany

MTA Fillapex Angelus, Londrina, PR, Brazil

Silicone

GuttaFlow
Colténe/Whaledent, Altstätten,

Switzerland

RoekoSeal
Colténe/Whaledent, Altstätten,

Switzerland

Methacrylated

resin

EndoREZ
Ultradent Products, Inc,

South Jordan, UT, USA

Epiphany
Pentron Clinical Technologies,

Wallingford, CT, USA

1. zinc oxide eugenol(ZOE)계열 근관전색제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근관전색제의 표준으로 인식되며 오랫동안 성

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32] 이 근관전색제는 치질착색, 경화시간의 지

연, 접착성 결여, 그리고 구강 액체에 대한 용해성과 같은 부정적인 성질

보다 긍정적인 성질이 크다.[33]

이 근관전색제는 zinc oxide와 resin이 주성분인 분말과 eugenol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ZOE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이

Grossman’s formula 원래 조성을 수정한 것이다.[33] 산화아연에 각종

첨가제가 포함된 분말을 Eugenol 액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Eugenol 대

용으로 Clove oil, Peru balm이 사용되기도 한다. 기타 첨가 물질로서

thymol(antibacterial), paraformaldehyde, hydroxyl apatite, calcium

hydroxide가 첨가되기도 한다. 산화아연유지놀은 다른 종류의 실러의 기

저(base)를 이루기도 한다.

이 재료는 근첨공 밖에 나가도 치근단 조직에 친화성이 좋아 소량인 경

우는 처음에 염증 반응이 있어도 곧 소실되고 흡수된다. 또 항균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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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근관 폐쇄성이 우수하다.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xylol,

ether 등에 용해된다.[34, 35]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일반적으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ZOE 계열 근관전색제의 세포독성은 다른 근관전색제와 비교해

서 중간 정도이지만 Formaldehyde를 포함한 근관전색제는 세포독성이

매우 강하다.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완전히 setting된 후에도 강한 항

균성을 지니는데 eugenol이 ZOE 근관전색제 항균작용의 주요 물질이다.

ZOE cement는 경화가 된 후 가수분해되어 부피가 상실되고 free

eugenol이 유리되는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계통의 제품으로는 Grossman 근관전색제(Procosol)(Star Dental,

Conshohocken, PA, USA), Ricker’s sealer, N2 (Indrag-Agsa, Losone,

Switzerland), 그리고 endomethasone(Septodont, France) 등이 있다. 이

번 논문에서 비교 연구에 포함된 endomethasone에 이어 endomethasone

C, endomethasone N 등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2.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관전색제인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는

항균성, 접착성, 긴 작업시간, 혼합의 용이성, 그리고 매우 우수한 폐쇄성

을 가진다. 단점으로는 치질 착색성, 용매에서의 낮은 용해성, 경화 전의

독성, 구강액체에 대한 용해성 등이다.[35] 이 계통의 제품으로는

AH26(Dentsply, Konstanz, Germany), AH plus(Dentsply, Konstanz,

Germany) 등이 있다.

AH26은 epoxy resin이 주성분으로 분말과 액으로 되어 있으며 접착성

이 좋고 경화시간이 길며(36내지 48시간) 폐쇄성도 좋다. 치아에 착색되

어 변성을 일으키고 용해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다.[35] 최근 도입된 AH

plus는 AH26과 유사한 물성을 가지나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적어서 생체

적합성이 더 우수하고 은(silver) 성분이 제거됨으로써 상아질 착색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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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26의 독성은 AH Plus의 독성보다 더욱 높은데 이는 AH26에 포함

되어 있는 paraformaldehyde 성분에 의한 것이며 AH Plus에서는 이 성

분이 제외되었다.[36] 물론 이중 몇몇의 근관전색제는 혼합 직후 높은 독

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화된 후에는 불활성화되며 특히 최근에 나온

AH plus같은 재료는 이전의 재료들보다 더 낮은 세포 독성 및 유전적

독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계통의 근관전색제에 비해 추천되는 재료

라고 할 수 있다.[36]

AH Plus는 세포 독성 면이나 물리적 성질 측면에서 현재 가장 우수하

다고 알려진 재료이다.[30, 31] 하지만 방사성 불투과성, 재치료 면에서

불리한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7] 따라서 근관 치료의 목적에 맞게 근관

전색제를 선택해야 한다.

3. calcium hydroxide(CaOH) 계열 근관전색제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ZOE 또는 resin 기저(base)에 calcium

hydroxide 을 첨가한 것이다. 이 근관전색제는 비교적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고 치근단부에 경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생물학적 성질을 가진다.

경조직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높은 pH와

calcium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5]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ZOE 계열보다 낮은 항균 작용을 가지며

Enterococcus faecalis와 Candida albicans에 대한 항균효과는 없다고 보

고 되었다.[37-40]

또한 구강 액체에 대한 용해도가 커서 장기적으로 변연 적합이 부적절

하고 미세 누출이 되는 단점이 있다.[41, 42] 큰 용해성으로 인한 장기간

의 안정성과 조직 독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부가적인 실

험적 및 임상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근관전색제는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35]

이 계열의 제품으로는 Sealapex(SybronEndo, Orange, CA, USA),

Apexit(Vivadent, Germany) 등이 있다. Setting은 calcium 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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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cylate의 chelating에 의해 형성된다. OH-와 Ca ion이 방출된다.

Desai의 연구에서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의 물리적 성질, 생체적합성,

미세누출, 접착성, 용해성, 항균성, 치유효과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근

관전색제와 비교하였다.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적절한 항균성을 지니

면서도 비교적 약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43]

4. Mineral Trioxide Aggregate(MTA) 계열 근관전색제

MTA는 최근 근관전색제, pulp capping, apexification, root end filling

등에 사용되고 있다. MTA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생체적합성과 생물 작

용이 우수하고 골전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으며,[12-14] 알칼리성 pH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5]

하지만 MTA 계열 근관전색제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근관전색제를 혼합한 직후에는 매우 높은 세

포 독성과 유전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고[44] 또 다른

in vivo 실험에서는 90일 가량 세포 독성이 지속되었다.[45] 하지만 최근

의 연구에서는 MTA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초기의 높은 세포 독성이 점

점 감소하여 적합한 생체적합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아파타이트 크리스탈(apatite crystal) 형성을 위한 핵을 자극하는 생물

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6]

이 계열의 제품으로는 Fillapex(Angelus, Londrina, PR, Brazil) 등이 있

다. Fillapex는 MTA, salicylate resin, natural resin, bismuth oxide, 그

리고 silic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이 근관전색제는 방사성 불투과성, 흐름성, 알칼리성

pH 등의 적절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5]

Silva의 연구에서 Fillapex는 AH Plus보다 방사선 불과성이 낮았고 모

든 실험 과정에서 pH는 더 높았다.[15]

또한 Vitti의 연구에서 Fillapex의 흐름성과 수분 흡수성은 AH Plus와

비교하여 낮았고 작업 시간과 경화 시간은 더 짧았다. 특히, 수분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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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용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AH Plus에서도 마찬

가지였다.[47]

5.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

최근 근관충전제로 많이 쓰이는 gutta-percha와의 균질한 충전을 위해

silicone 계열의 근관전색제가 개발되었다. 이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흐름

성이 좋아 gutta-percha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까지 잘 흘러들어 미세 누

출을 막아 밀폐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이 계열의 제품으로는 RoekoSeal(Coltene, Germany)과

GuttaFlow(Colténe/Whaledent, Altstätten, Switzerland)가 있다.

특히, GuttaFlow는 RoekoSeal의 단점을 보완하며 새롭게 출시된 제품

으로[49-51] RoekoSeal보다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52, 53] RoekoSeal은 polyvinylsiloxane으로서 경화시 다소 팽창한

다고 알려져 있으며 GuttaFlow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흐름성 재료로서

주입식(injectable) 시스템이다. 또한 GuttaFlow는 gutta-percha 성분이

Filler로서 포함되며 polydimethylsiloxane과 nano-silver particles (< 30

μ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9-51]

GuttaFlow의 낮은 점도로 인해 압력을 가해 근관내로 주입할 경우 치

근단공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54] 하지만 대체로 특별한 조직 반

응은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2, 53]

6.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는 근관충전제와 상아질에 동시에

접착성이 있다는 개념으로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총 4세대의 근관전색제

가 개발되었고 자가부식 접착제 시스템의 개발로 치과계에서 함께 주목

받게 되었다.[17]

1세대 근관전색제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장에 소개되었으나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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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임상적 성질이 적합하지 못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1세대 제품의

종류로는 Hydron (Hydron Technologies, Inc, Pompano Beach, FL)등

이 있다. 21세기 초반에 자가부식 접착 시스템의 개발과 더불어

methacrylated re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근관 내에서 접착성을 가지는

성질로 인하여 다시 소개 되었다. 그 후의 2,3,4세대의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가 개발 되어 현재 치과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in vitro 연구에서 밀폐력, 자

가부식능력, 생체적합성, 제거 용이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55-59]

특히, 이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근관 내 공간을 monoblock으로 채우고

자 하는 목표를 성취해 낼 수 있는 근관전색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monoblock이란 근관 내 공간을 빈틈없이 완전한 고체로 채우는 것으로

이 고체는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밀폐력이 우수하고 근관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다.[60, 61]

하지만 현재까지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는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Kim의 연구에서 이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시험관 실험에서 기존의 비접

착식 근관전색제보다 밀폐력, 자가 부식력, 생체적합성, 제거용이성 등의

면에서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근관 내 공간과 완전한 하나

의 결합을 이루기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근관

충전제와 결합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계열의 근관전색제를 사용할 특

이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하였다.[17]

Patil은 기존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인 AH Plus와 methacrylated

resin을 사용한 치근단의 밀폐력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치관이 단순한 모

양일 때 밀폐력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 하였다.[18]

이 계열의 제품으로는 2세대 제품인 EndoREZ (Ultradent Products, Inc,

South Jordan, UT, USA)와 3세대 제품인 FibreFill R.C.S. root canal

sealant (Pentron Clinical Technologies, Wallingford, CT), Epiphany

(Pentron Clinical Technologies, Wallingford, CT, USA), Real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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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ronEndo, Orange, CA), Resinate(Obtura Spartan Corp, Fenton,

MO), Smart (Discus Dental, Culver City, CA)등이 있다. 4세대 제폼들

은 3세대 제품이 개선된 제품들로 Meta-SEAL(Parkell Inc), RealSeal

SE(SybronEndo, Orange, CA)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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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조건

1. Grossman의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 성질[35,62]

Grossman은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구성질을 나열하였다. 그러나 현

재 사용되고 있는 근관전색제 중 그 성질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없으며

다만 재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가 나열한 이상적인 근

관근관전색제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 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근단 방향, 측방 및

치관 방향으로 폐쇄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근관벽과 충전재 사이에서 접착성이 있어야 한다. 접착성이 좋은

재료라면 코어재료와 상아질 사이에 완전한 접착을 이루어 모든 공간을

막아줄 것이다.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접착성이 없으나 resin 계열 근

관전색제는 다소의 접착성을 가진다.

셋째, 혼화했을 때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방사선 불투과성이어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방사선사진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관전색제의 방사선 불투과성이 강할수록 충전

내부의 기포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단점이 있다. 방사선 불투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첨가물로는 silver, lead, iodine, barium, bismuth를 사

용한다.

다섯째, 치질을 착색시키지 않아야 한다. 잔여물이 추후에 치관을 변색

시키지 않아야 한다. 현재 시험된 모든 근관전색제, 특히 ZOE 계열 근관

전색제나 중금속을 함유하는 근관전색제는 치질을 착색시킨다.

여섯째, 천천히 경화하여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충전물을 도입하고 조작

할 수 있는 적절한 작업시간을 허용해야 하고 충전이 종료되면 곧 경화

하여야 한다. 포스트 공간을 즉시 형성할 경우에는 근관전색제가 경화되

어 있지 않는 것이 좋다.

일곱째, 경화 시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체적 안정적이거

나 경화 시 약간 팽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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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쉽게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근관 속에 잘 유입되어야 한다.

아홉째, 구강 또는 조직액에 용해되지 않아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조직

액에 닿았을 때 분해되지 않아야 한다. 근관전색제는 특히, 구강용액에

닿았을 때 다소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번째, 치근단 조직에 자극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근관전색제가 조직

의 파괴나 세포의 사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사용되는 모든 근관전색제

는 다소의 독성을 나타낸다. 이 독성은 근관전색제가 경화되기 전에 가

장 크고 경화 후 및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열 한번째, 세균의 성장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살균성을 가진 근관전

색제가 이상적이겠으나 세균을 죽이는 물질은 환자의 조직에도 독성을

나타낼 것이다. 최소한 근관전색제는 세균의 성장을 조장하지는 않아야

한다.

열 두번째, 필요 시 제거하고자 할 때 용매에 용해되어야 한다. 충전 후

수일,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포스트 공간형성 또는 재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근관전색제는 용매에 용해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근관전색제는

서로 다른 용매에서 다양한 기계적 방법으로 서로 다른 용해도를 나타낸

다.

2. 근관전색제 요구조건 선별

1) 생체적합성

치과 재료는 구강 내 조직에 직접 접촉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인체

내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체적합성이 우수해야 함이 필수적이다. 근

관전색제도 마찬가지로 근관 내에서 상아질 세포와 반응하고 치근단공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적합성을 본 논문의 요구조

건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생체적합성의 주요 분류에는 세포 독성과 알러지 반응이 있다. 대부분

의 논문에서 근관전색제의 생체적합성은 세포 독성을 통해 평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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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 vivo 또는 in vitro 실험을 통해 근관전색제의 세포 독성에 대해

살펴보고 생체적합성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관전색제의 systemic toxicity가 보고된 바는 없다.[63] 하지만 epoxy

resin 계열과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드물지만 allergy 반응이 보고되었

으며 특히 ZOE가 paraformaldehyde를 포함할 경우가 반응성이 높다.

Formaldhyde를 포함한 근관전색제는 학계에서 추천하지 않는다. 근관전

색제는 setting중 biologically active하므로 임상종사자는 직접적인 접촉

은 피해야 한다.[64-66]

모든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혼합된 직후에는 어느 정도의 독성을 나타내

나 경화된 후 조직액에 노출되면 흡수되기 때문에 조직의 치유반응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전 후 분해 산

물이 치근 주위조직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근관전색제

가 치근단공을 넘어가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관전색제는

neurotoxic하지 않아야 한다.

Azar et al.에 의하면 모든 근관전색제들은 혼합 직후 초기에는 독성을

나타내지만 경화가 완료된 후에는 큰 폭으로 독성이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epoxy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다른 계엘에 비해 감소폭이 크

다. ZOE 계열 근관전색제는 free eugenol에 의해 세포독성이 지속되며

epoxy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일단 경화가 완료되면 비교적 안정된

물질로 변환된다.[36]

근관전색제의 생체적합성은 근관치료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소이

다.[57] 근관전색제는근관 내부에 있는 것을 기대하여 개발되었지만 치근

단공을 통하여 근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67, 68]

근관전색제와 상아질 세포의 반응보다 근관전색제가 치근단을 넘어갔을

때의 염증 반응이 중요하다.[69]

근관전색제가 치근단을 넘어갔을 때의 반응은 근관전색제 종류별로 다

르게 나타난다. Bernath et al.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근관전색제의 종류

에 무관하게 치근단을 넘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켰고, 치근단을 넘어가

지 않더라도 Endomethasone과 AH26은 각각 3/9, 2/7의 확률로 염증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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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나타내었다. 치근단을 넘어 간 것과 넘어가지 않은 것의 반응 양태

는 다르지 않았으나 근관전색제의 종류별로 조직학적 반응 양태는 달랐

다.[70]

2) 치관변색

근관 치료 후에 치아의 심미성은 치과의사의 주요한 관심사이며 환자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71] 만약 근관전색제가 치수강 내에 남아 있

게 되면 치관의 변색을 유발할 수 있다. 몇 가지 연구를 통해

Gutta-percha 등 근관충전제 및 근관전색제가 치관 변색을 유발한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72-76] 치관 변색의 원인, 외관, 위치, 정도 등은 다양

한 양상을 나타낸다.[77] 따라서 치수강 내에 남은 여분의 근관전색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관의 변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가 근관전색제의 중요한 요구조건이 된다.

최근 연구들은 근관전색제에 의한 치관 변색을 CIE L*a*b* color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78, 79] CIE L*a*b*

color system은 L, a, b의 세 가지 축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한 시스템으

로서 L*은 밝기, a*는 빨강-초록의 정도, b*는 노랑-파랑의 정도를 나타

낸다. L은 0(검정)부터 100(흰색)까지 범위의 값을 가지는데 100에 가까

울수록 밝다. a는 양의 값(빨강)과 음의 값(초록)을 가지고 b도 양의 값

(노랑)과 음의 값(파랑)을 가지면서 색을 표현하게 된다.[80]

근관전색제에 의해 변색된 치아의 경우 통상적인 미백 방법을 사용하여

치아의 원래 색을 유도해 낼 수 있으나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81]

3)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성공적인 근관 치료를 위하여 근관전색제는 치근단을 밀폐하여 박테리

아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82-84] 따라서 근관전색제가

구강 내 조직액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성질은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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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85, 86]

근관전색제가 구강 용액에 용해될 경우 미세누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

는 치근단의 밀폐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 틈으로 박테리아가 침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결국 근관 치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실험 논문들이 구강 액체 보다 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물

에 대한 용해성이 낮다는 것은 임상 적용 시 조직액에 가장 적게 용해될

것임을 시사한다.

4)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

이상적인 근관전색제는 구강 용액에 용해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관주

액 등의 용매에는 용해도가 높아야 한다. 관주액에 용해도가 높아야 하

는 이유는 재치료 시에 근관전색제를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현재 근관 치료의 성공율은 높은 편이나 재치료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관전색제는 관주액에 잘 용해됨으로써 제거가

용이해야 한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주액으로는 NaOCl 등이 있

다.

5) 항균성

근관전색제는 근관 내에서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항균력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구조건이 된다. 이것

은 우선적으로 근관의 형성과 세척으로 가능하지만 항균력이 우수한 근

관전색제를 이용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87]

대부분의 연구에서 근관전색제의 항균성에 대한 실험에 Enterococcus

faecalis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Enterococcus faecalis가 근관 치료 실

패의 원인균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53] 일반적으로 세포독성이

강한 근관전색제는 항균력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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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근관전색제의 요구조건 중에서 밀폐력과 연관된 물리적 성질이

중요하다. 근관전색제가 상아질 및 gutta-percha와의 접착력이 있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요구조건이나 본 연구에서 선별한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

도’에 해당하는 요구조건과 물리 화학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겹쳐지는 면

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의 비교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

Lee의 연구에서 ZOE 계열, CaOH 계열, epoxy resin 계열, GI 계열 근

관전색제를 이용하여 상아질과 gutta-percha와의 접착성에 대해 실험하

였다. 실험 결과 ZOE 계열과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가 비교적 접

착성이 강하였다.[27]

이상 살펴 본 바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rossman의 이상적인 근관

전색제의 조건을 참고하여, 비교 연구에 포함할 요구조건을 다음의 5가

지로 선택하였다;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치관변색(Tooth

discoloration),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Insolubility in tissue fluid), 관주

액에 대한 용해도(Solubility in solvent agent), 항균성(Antibacterial

effect)



- 18 -

Ⅳ. 요구조건에 따른 근관전색제 비교연구

1. 생체적합성

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근관전색제를 비교해 본 결과, MTA 계열의 근

관전색제는 비교적 낮은 생체적합성을 나타내었다. epoxy resin 계열과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중간 정도의 생체적합성을,

silicone 계열과 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비교적 높은 생체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선 MTA Fillapex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ilva의 연구에서

Fillapex는 실험의 전 과정에서 중간 정도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며 AH

Plus, Sealapex 등 다른 근관전색제들 보다 생체적합성이 낮음을 나타냈

었다. 실험에 이용된 모든 근관전색제들은 초기에 강한 세포 독성을 나

타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48]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GuttaFlow는

AH Plus나 Sealapex 등 실험에 사용된 다른 근관전색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88] RoekoSeal은 아무런 세포 독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48] Lodiene의 연구에서도 setting 전에는 아무런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setting 후에도 AH Plus 등 실험에 사용된 근

관전색제들 중에서 가장 약한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89] 반면,

Silva-Herzog의 연구에서는 쥐를 이용한 in vivo 실험에서 AH Plus와

RoekoSeal 사이의 세포 독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90]

하지만 전반적으로 Silicone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epoxy resin 계열인

AH Plus보다 낮은 세포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GuttaFlow는 RoekoSeal의 단점을 보완하며 새롭게 출시된 제품으로

[49-51] RoekoSeal보다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52, 53] 따라서 silicone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비교적 높은 생체적합

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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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raf는 L929 세포를 사용한 ex vivo 연구에서 epoxy resin 계열의

AH plus와 methacylated resin 계열의 EndoREZ, Epiphany 등 세 종류

의 근관전색제의 세포 독성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위의 근관전색제들

의 세포독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었다.[91] Sousa의 연

구에서 Epiphany는 기니 피그의 치조골 내에서 가장 높은 생체적합성을

보였다. Epiphany는 AH Plus보다 생체적합성이 높았고 EndoREZ는 AH

Plus보다 심각한 염증 반응을 보이며 더 낮은 생체적합성을 나타내었

다.[92]

반면, Lodiene의 연구에서는 Epiphany 가 가장 심각한 세포 독성을 나

타내었고 EndoREZ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AH Plus는 중간

수준의 생체적합성을 보였다.[89] Mutoh의 연구에서도 Epiphany SE와

AH Plus Jet이 쥐의 치근단 조직에 유발하는 염증 정도는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또한 14일 후에 모든 근관전색제로부터 발생한 염증은 회복

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Epiphany SE와 AH Plus Jet의 생체적합성이 우

수함을 확인하였다.[93]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근관전색제들의 생체적합성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가 epoxy

resin 계열 또는 ZOE 계열의 근관전색제보다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

Huang은 Epoxy resin 계열 AH Plus, ZOE 계열 Endomethasone,

CaOH 계열 Sealapex 등을 서로 다른 타입의 근관전색제를 대상으로 인

간과 햄스터의 치주인대 세포를 사용하여 생체적합성 실험을 하였다. 실

험 결과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가장 낮은 세포 독성을 보였다. 따라

서 CaOH 계열 근관전색제가 가장 좋은 생체적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세포 독성의 순서는 Endomethasone > AH plus > Sealapex였다.

근관전색제는 생체내의 수분에 의해 서서히 용해되는 경향이 있고 심각

한 세포 독성을 초래 할 수 있다.[94] 반면, Silva-Herzog는 Sealapex가

AH Plus보다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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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관변색

치수강 내에 남아있는 근관전색제는 치관의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근

관전색제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근관전색제에 의한 치관의 변색은

여전히 임상적인 과제물로 남아있다.[78]

치관 변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최근 개발된 MTA 계열, silicon

계열, methacrylated resin 계열과 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들은 비교적

치관 변색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epoxy resin 계열인

AH Plus는 다른 전색제보다 치관 변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95]

Ioaannidis는 MTA 계열 Fillapex와 ZOE 계열 근관전색제인 Roth-811

(Roth’s International, Chicago, IL, USA)의 치관 변색 정도를 CIE

L*a*b* color system을 이용하여 각각 1주, 1달, 3달동안 비교하였다. 실

험 결과 Fillapex는 치관 변색을 거의 일으키지 않은 반면, Roth-811이

Fillapex보다 L*을 감소시키고 a*와 b*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79]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인 GuttaFlow는 치관 변색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Ioannidis의 또 다른 연구에서

GuttaFlow도 약간의 치관 변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GuttaFlow는 CIE system의 a*와 b* 값을 증가시키며 빨강과 노랑 측면

에서 치관에 약간의 변색을 일으켰다.[86] 같은 계열 근관전색제인

RoekoSeal의 치관 변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미미하였

다.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인 Epiphany도 역시 치관을 변색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piphany SE는 적용 1개월 후에 치

관의 밝기를 증가시켰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시켰다.[78]

같은 계열 근관전색제인 EndoREZ의 치관 변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근관전색제들의 치관 변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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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AH Plus는 AH 26의 치관 변색 효과를 줄

이고자 제조되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치관을 변색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인 Sealapex는 비교적 적

은 정도의 치관 변색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5]

El Sayed는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인 AH Plus, CaOH 계열 근

관전색제인 Apexit Plus, ZOE 계열 근관전색제인 Sultan(Sultan

Chemists Inc., Englewood, N.J., USA), Amalgam, 증류수가 치관 변

색에 미치는 영향을 3일, 10일, 17일 동안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근관전색제들이 치관 변색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1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Apexit Plus가 치관을 가장

적게 변색 시켰다.[95]

따라서 근관전색제에 의한 치관 변색을 예방하기 위해 근관 치료 후에

치수강에 남은 근관전색제를 철저히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78] 또

한 최근 개발된 근관전색제를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사료된다.

3.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성공적인 근관 치료를 위하여 근관전색제는 치근단을 밀폐하여 박테리

아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82-84] 따라서 근관전색제가

구강 내 조직액에 의해 용해되지 않는 성질은 이상적인 근관전색제의 요

구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85, 86]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는

GuttaFlow와 AH Plus가 작은 반면[96], Sealapex와 Apexit은 큰 용해도

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97]

물에 대한 용해도 면에서 MTA 계열 근관전색제인 Fillapex는 AH

Plus 보다 비교적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98]

Zhou의 연구에서도 Fillapex는 GuttaFlow 또는 AH Plus 보다 높은 용

해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ISO 6876/2001의 규정(3% mass fraction)에는

적합하였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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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e계 근관전색제도 수분에 많이 용해되지 않아 나쁘지 않은 밀폐

력을 지니고 있다. RoekoSeal은 물을 용매로 사용한 실험에서 24시간 이

내 중량 3%감소 미만이라는 기준에 만족하며 용해도 면에서 적합한 성

질을 보였다.[99] RoekoSeal은 실험에 포함된 다른 근관전색제들에 비해

낮은 용해도를 보였으나 AH Plus보다 높은 용해도를 보였다.[97]

GuttaFlow의 경우 AH Plus보다 용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96,

100]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의 수분에 대한 용해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Ersahan의 연구에 의하면 EndoREZ는 AH Plus 또는

Sealapex보다 수분에 대한 용해도가 높았다. 따라서 EndoREZ는 AH

Plus보다 더 높은 미세 누출을 나타내었다.[101] Epiphany SE는 AH

Plus와 비슷한 정도의 용해도를 보였고 Epiphany는 AH Plus보다 높은

용해도를 보였다.[102]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근관전색제들의 수분에 대한 용해도를 연구

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resin 계열 근관전색제가 ZOE 계열 또는

CaOH 계열의 근관전색제보다 수분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미세누출의

위험성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Poggio는 6가지 서로 다른 근관전색제를 사용하여 각각의 근관전색제

들을 물에 완전히 침수시키고 24시간 후와 2개월 뒤에 무게 손실을 조사

하였다. 2개의 ZOE 계열 근관전색제인 Endomethasone C와

Argoseal(Dental Ogna, Milan, Italy), 2개의 CaOH 계열 근관전색제

Bioseal Normal(Dental Ogna, Milan, Italy)과 Acroseal(Dental Ogna,

Milan, Italy), 2개의 resin 계열 근관전색제 AH Plus와 MM

Seal(MicroMega, Besancon, France) 등이 실험에 포함되었다. 실험 결

과, resin 계열 근관전색제가 ZOE 계열 또는 CaOH 계열 근관전색제에

비해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낮았다. 따라서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의 밀

폐력이 다른 종류의 근관전색제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85]

Azadi의 연구에서도 epoxy resin 계열 근관전색제가 CaOH 계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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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보다 낮은 용해도를 보이며 가장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99]

전통적인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의 gutta-percha와의 결합력은 완벽하

지 않다. CaOH 계열 근관전색제는 이온화 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계열의 근관전색제인 Sealapex는 비교적

높은 용해도를 나타내었다.[97] Grga는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인 Apexit

등과 epoxy resin계 근관전색제인 AH plus을 사용하여 Hank's solution

에 대한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1시간, 24시간, 96시간, 14일, 28일 후의

중량을 각각 측정한 결과 가장 많은 중량 감소를 보였던 것은 Apexit이

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인 Acroseal은 AH plus

와 비교했을 때 96시간 후의 상태를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103] 이는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CaOH 제품들은

구강 용액에 대한 용해성이 많이 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4.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

근관전색제는 재치료 시에 관주액에 의해 용해되어 제거가 용이해야 한

다. 전반적으로 근관전색제의 다른 물리 화학적 특성을 비교하는 실험들

에 비해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단, NaOCl과 EDTA를 이용한 연구에서 ZOE 계열 근관전색제가

epoxy resin 계열과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보다 큰 용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4]

Martos의 연구에서 methacrylated resin 계열 근관전색제인 Epiphany

와 silicone 계열근관전색제인 RoekoSeal은 orange and eucalyptus oil

에 대하여 용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았다.[105]

MTA 계열 Fillapex와 methacrylated resin 계열인 EndoREZ, Epiphany

의 NaOCl 등의관주액에 대한 용해도를 비교한 논문은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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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균성

근관 치료의 성공 여부는 근관 내의 세균을 박멸함에 달려 있다. 근관

전색제의 항균력은 아가(Agar)를 통한 간접법 또는 세균에 근관전색제

를 직접 접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로 Enterococcus faecalis를 이용하였

다.[106-113] Enterococcus faecalis는 근관 치료 실패 시 원인이 되며 괴

사된 조직에서 주로 발견되는 세균이기 때문이다.[53] 근관전색제의 항균

력은 MTA 계열인 Fillapex가 epoxy resin 계열인 AH Plus보다 항균력

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인 ReokoSeal과

GuttaFlow는 항균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

Faria-Junior의 실험에서 MTA 계열 근관전색제인 Fillapex는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인 Sealapex와 더불어 Enterococcus faecalis에 대해 높

은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세균총을 감소시킨 동시에 물에 대한

가장 높은 용해도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근관전색제의 항균력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llapex는 epoxy resin 계열 AH Plus 또는

methacrylated resin 계열 Epiphany SE보다 높은 항균력을 나타냈

다.[98]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들은 항균력을 거의 나타내지 못했다.

GuttaFlow는 항균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였다.[53] 이는 Farmakis의 실

험과[114] Nawal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었다.[114]

RoekoSeal 역시 항균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

다.[115]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들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다르

게 보고 되었다. Epiphany는 일부 연구에서 Enterococcus faecalis에 대

한 항균력이 epoxy resin 계열의 AH Plus 이상으로 보고 되었으며,[98,

115] 다른 연구에서는 Enterococcus faecalis에 대한 항균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 되었다.[117] EndoREZ는 Enterococcus faecalis에 대한

항균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37, 116] Farmakis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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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EZ는 Enterococcus faecalis와 Proteus vulgaris에 대한 항균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114] 하지만 Zhang 은 EndoREZ가 Epoxy resin 계

열의 AH Plus와 비슷한 정도의 항균력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112]

기존 근관전색제들을 이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ZOE 계열, epoxy

resin 계열의 근관전색제는 비교적 항균력을 지닌 편이었다.[63] 특히,

epoxy resin 계열인 AH Plus는 Enterococcus faecalis와 Fusobacterium

nucleatum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항균력이 있었

다.[116] Sundqivist의 연구에서 ZOE 계열 근관전색제인

Endomethasone C는 AH Plus보다 더 우수한 항균력을 보였다.[87]

CaOH 계열 근관전색제인 Sealapex은 대체로 Enterococcus faecalis에

대한 항균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우세하였다.[37-40] Faria-Junior는

Sealapex는 같은 계열인 Apexit은 더불어 항균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 보고 하였다.[98] 하지만 Heyder의 연구에서 Sealapex는 Fillapex와

유사한 항균력을 지닌다고 보고되었다.[116]

이상의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근관전색제들은 사용된 양에 비례하여 항

균력을 보였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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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최근 개발된 MTA 계열, silicone 계열,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근

관전색제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존의 근관전색제인 ZOE 계

열, epoxy resin 계열, CaOH 계열 등과 비교연구 하였다. 비교연구 결과

최신 근관전색제들의 임상적 특성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Epiphany와 MTA 계열의 Fillapex의 임상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존의 근관전색제를 살펴보면, ZOE 계열 근관전색제인

Endomethasone의 경우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가 낮고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는 높았으며 항균성을 보였지만 생체적합성이 낮은 편이었고 치관

변색에 대한 영향도 면에서 우수하지 못했다. Epoxy resin 계열의 AH

Plus의 경우 비교 연구에 포함된 요구조건의 대부분을 만족시켰으나 다

른 계열의 제품들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지는 못했다. CaOH 계열의 근관

전색제인 Sealpex와 Apexit의 경우 생체적합성과 치관변색 면에서 우수

하였으나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가 크고 항균성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근관전색제의 경우, MTA 계열의 Fillapex는 치관 변색과 항균성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면에서도 적합한

특성을 보였다. 하지만 생체적합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Silicone 계열인 GuttaFlow와 RoekoSeal은 생체적합성, 치관변색, 구강용

액에 대한 용해도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으나 항균성을 나타내지 못

하는 단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Methacrylated resin 계열의 Epiphany

와 EndoREZ의 경우 생체적합성, 치관변색,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면

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항균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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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전색제 생체적합성
치관

변색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

항균성

AH Plus ★ ★ ★★ ★

Endometha
-sone

★ ★ ★

Sealapex/
Apexit

★★ ★★ ☆

Fillapex ★★ ★★

GuttaFlow ★★ ★★ ★★

RoekoSeal ★★ ★★

EndoREZ/
Epiphany ★ ★★ ★ ☆

본 논문에서 비교연구된 근관전색제들의 생체적합성은 대체로 우수하였

다. 비교적 낮은 생체적합성을 보였던 MTA 계열의 Fillapex도 치과 재

료로서 사용되기에 충분한 정도한 정도의 생체적합성을 보인다. Fillapex

가 비교적 낮은 생체적합성을 보인 이유는 알칼리성 pH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치관변색면에서도 대체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실한 심미성을 위해 치수강내 여분의 근관전색제 제거를 강조하였다.

또한 구강용액에 대한 용해도면에서는 CaOH 계열에서 높기 때문에 근

관 치료에 장기간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항균성과 생체적합성은 반비

례 관계를 나타내며 향후 개발될 Silicone 계열 근관전색제에 항균성을

보완할 필요성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관주액에 대한 용해도에 관

한 연구가 미미하므로 앞으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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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연구의 결과는 적절한 근관전색제의 선택에 이용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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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n the

biological, chemico-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stest root canal s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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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a vast improvement in biomaterials, devices and methods of

endodontic therapy has been accomplished, leading patients and dental

professionals to favour tooth preservation rather than extraction of disputable

teeth. Selection of sealer is known to affect the results of endodontic

treatment. Root canal sealer play a role in prevention of leakage by filling

the gaps between endodontic core materials and dentinal wall, and in the

stabilization of gutta-percha c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latest root canal sealers with biological and physico-chemiac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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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mparative analysis used nine different sealers including AH

Plus(epoxy resin based) Fillapex(MTA based), Gutta-Flow &

RoekoSeal(silicone based), EndoREZ & Epiphany(methacrylate resin

based), Endomethasone(ZOE based), and Sealapex & Apexit(CaOH

based).

The ideal properties for this study are 1)biocompatibility, 2)tooth

discoloration, 3)insolubility of tissue fluid, 4)solubility of solvent agent,

and 5)antibaterial The properties of an ideal root canal sealer were

outlined by Grossman’s requirement for sealers.

Silicone based and CaOH based sealers show relatively good

biocompatibility whereas Fillapex have low biocompatiility. EndoREZ,

Epiphany and AH Plus show similar result with moderate

biocompatibility. AH Plus affects tooth discoloration than other

sealers. GuttaFlow and AH Plus have relatively lower solubility in

tissue fluid whereas, Sealapex and Apexit have higher. There are

little studies of dissolution in solvent agent. But AH Plus is of high

solubility in NaOCl and EDTA. Fillapex show more antibacterial

effect than AH Plus. No antibacterial effect of RoekoSeal and

GuttaFlow is found.

This study can be used for selection of suitable root canal sealers.

keywords : root canal sealer, biocompatability, discoloration,

solubility, dissolution, antibac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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