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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각과민 처치제에 따른 상아세관
투과율 변화 측정
이동섭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지도교수:안 진 수)
1.목

적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주로 유체역학설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
다. 유체역학이론은 상아세관에 가해진 자극이 상아세관액을 이동
시키고 치수 내 기계적 수용기에 신호가 전달되어 상아질 지각과민
증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각과민증이 나타나는 치아의
상아세관은 높은 투과성을 보이고,해당 치아의 상아세관 투과도를
낮춰준다면 증상이 감소해야 한다.지각과민 처치제는 대개 바니시
(varnish), 침전

유도제제(precipitating agent), 프라이머

(hydroxyethylmethacrylate)를 포함하지만 중합이 필요하거나 필요
하지 않은 제재로 분류할 수 있다.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는 대부
분 상아세관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아주는데,특별히 상아세관 내의
단백질 침착을 통해 상아세관의 직경을 감소시켜 상아세관액의 이
동을 억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처치제는 환자의 지각과민증을
최소화한다.지각과민 처치제의 상아세관 폐쇄효과에 대해 기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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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이 있었으나,각각의 기전 및 제품이 상아세관 차단 효과
에 있어 얼마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이
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지각과민 처치제 간의 상아세관 투과율
변화 정도 및 반복 처치에 따른 투과율 변화를 bubbletracer를 통
해 측정해 보았다.

2.방

법

시편으로는 발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치아우식증이 없는
상, 하악 소구치 및 대구치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치아는 1%농도
의 chloramine T 용액에 보관하였다. Sand paper(100, 800, 2000,
3000)를 이용하여 1mm두께로 dentindisk를 만들었으며 polishing
하였다.그리고 20초 동안 37%인산으로 산 처리 후 세척을 하였으
며,1분 동안 ultrasonic을 통해 tubule을 막고 있는 물질을 물리
적으로 제거하였다.잘 건조된 시편을 피펫 팁의 넓은 면을 향하게
하고 실리콘으로 결합하여 가압 시 물이 시편에 있는 상아세관으로
만 빠져나가게 제작하였다.만들어진 시편을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이번 연구를 위해 사용한 bubbletracer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첫째,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모세관과 광센서 부분,둘
째로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모터와 구동부, 마지막으로 모터의 회
전량을 물의 투과량으로 바꾸어주는 인코더와 컴퓨터 기록 장치이
다. 제작한 시편을 식염수로 채운 실리콘 튜브를 통해 모세관과
bubble tracer에 연결하였다. 그 후 20 cm HO의 정수압을 가하여
치수압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다. 처음 10분간 시편의 dentinal
tubule을 통해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
춘 후 각 처치제를 제조사의 용법에 맞게 처치하고 다시 dentinal
tubule을 통해 측정하는 물의 양을 10분 동안 측정하였다. 그리고
처치제를 반복 도포하여 tubule을 통해 통과하는 물의 양을 10분간
측정하여 반복 처치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 10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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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세관액 투과율은 각 상아질 시편의 투과도를 나타내며, 각 지
각과민 처치제 적용 후 기록되는 상아세관액 투과율과 비교하여 상
아세관액 투과 감소율을 알 수 있다.각 처치제의 상아세관액 투과
율은 적용 후 10분 동안 투과한 양의 평균으로 구하였다.처음 10
분간 상아세관의 투과율에 대해 각 처치제 도포 후 10분간 측정된
상아세관 투과율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았다.수식은
다음과 같다.
상아세관액 투과율 감소 (%)=

처음상아세관투과율  적용후상아세관투과율
처음상아세관투과율

100×

3.결

과

Superseal,Gluma,AQbond의 경우 시편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
고 물을 투과시켰을 경우(20cm 높이의 압력으로), 1회 도포 후 시
간당 상아세관액 투과율, 2회도포후 시간당 상아세관액 투과율을
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Superseal, Gluma,AQ bond모두 처치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도포
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아세관액 투과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Superseal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액 투과율
감소량은 8.4% 였으며 대조군 대비 2회도포시 17.9%로 나타났다.
Gluma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액 투과율 감소량은
5.0%였으며 대조군 대비 2회도포시 16.0%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AQbond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액 투과율 감소량은
25.0%였으며,대조군 대비 2회도포시 34.0%로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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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치아 자체의 손상이나 질병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다.상아질 지각과민증은 노출된 상아질에 외부 자극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짧고 강한 통증을 느끼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상아
질 지각과민증은 일반 성인에 있어 7~18%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
고 알려져 있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의 원인이 되는 상아질 노출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강한 칫솔질에 따른 만성적
외상,치아 수복을 위한 과도한 삭제,치주질환으로 발생한 치근면
노출 등이 있다. 최근 평균수명 증가 및 자연치 보존률이 늘어남
에 따라 상아질 노출 및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설명하는

가설로

변환이론(transducer

theory), 변조이론(modulation theory), 직접신경자극이론(direct
nervestimulustheory),유체역학이론(hydrodynamictheory)등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주로 유체역학이론으로
설명한다. 유체역학이론은 상아세관에 가해진 자극이 상아세관액
(dentinal fluid)을 이동시키고 치수 내 기계적 수용기에 신호가
전달되어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각
과민증이 나타나는 치아의 상아세관은 높은 투과성을 보이고,해당
치아의 상아세관 투과도를 낮춰준다면 증상이 감소해야 한다.
심한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 지각과민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처치법 중 5급 와동 수복을 글래스 아이오노머로 처치 가능하
다.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좋아지나 치주 질환 때문에 치근면이 드
러난 경우에는 지각과민 처치제를 진료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
각과민

처치제는

대개

바니시(varnish),

침전

유도제제

(precipitating agent), 프라이머(hydroxyethylmethacrylate)를 포
함하지만 중합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제제로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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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에는 레이저 및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가 사용되
기도 한다.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는 대부분 상아세관으로 통하는 입구를 막
아주는데, 특별히 상아세관 내의 단백질 침착을 통해 상아세관의
직경을 감소시켜 상아세관액의 이동을 억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
로 처치제는 환자의 지각과민증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상아세관
을 폐쇄하기 위해 sodium fluoride 등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하였다.
최근 발치된 치아에서 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수복시 상아세관액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0.2nL의
해상력으로 상아세관을 통한 물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각과민 처치제의 상아세관 폐쇄효과에 대해 기존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각각의 기전 및 제품이 상아세관 차단 효과에
있어 얼마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결
론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지각과민 처치제가
어느 정도로 상아세관을 효과적으로 폐쇄해주고 반복 처치를 하였
을 때 상아세관 폐쇄 효과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
지 않았다. 최근 지각과민 처치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
발되고 있다.하지만 상아세관이 직경 및 개수와 같은 개인차가 존
재하고 어떤 처치제를 썼을 때 효과적인지에 대한 물음은 남아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세 종류의 지각과민 처치제를 각각
시편에 처리하지 않았을 때,한 번 처치하였을 때,두 번 처치하였
을 때로 나누어 bubbletracer에 연결하여 치수압에 해당하는 수압
을 걸어주었다. 그리고 상아세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의 양을 측정
하여 지각과민 처치제를 적용하였을 때 상아세관 폐쇄효과가 얼마
나 되고, 반복적용 시 폐쇄효과를 처치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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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Table1에 나타내었다.시편으로는 발
치된 지 6개월 이내의 치아우식증이 없는 상,하악 소구치 및 대구
치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지각과민 처치제로는 oxalate 계
열의 superseal(PhoenixDentalCo.,Ltd.),glutaradehyde가 주성
분인 gluma(Heraeus Co.,Ltd.), 4-META가 포함된 self etching
primer인 AQbondplus(SunmedicalCo.,Ltd.)를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치아 시편 제작
시편으로는 발치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고 치아우식증이 없는
상,하악 소구치 및 대구치가 연구에 사용되었다.각 치아는 1%농
도의 chloramine T 용액에 보관하였다. Sand paper(100, 800,
2000, 3000)를 이용하여 1 mm 두께로 dentin disk를 만들었으며
polishing하였다.그리고 20초 동안 37%인산으로 산 처리 후 세
척을 하였으며, 1분 동안 ultrasonic을 통해 tubule을 막고 있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였다. 잘 건조된 시편을 피펫 팁의 넓은
면을 향하게 하고 실리콘으로 결합하여 가압 시 물이 시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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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세관으로만 빠져나가게 제작하였다.만들어진 시편을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2)Bubbletracer구조와 동작원리
이번 연구에 사용한 bubbletracer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첫째,모세관을 통해 이동하는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광센서
부분,둘째로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모터와 구동부,마지막으로 모
터의 회전량을 물의 투과량으로 바꾸어주는 인코더와 컴퓨터 기록
장치이다.
3)지각과민 처치제의 반복 도포 및 상아세관을 통해 통과한 물의
측정
제작한 시편을 증류수로 채운 실리콘 튜브를 통해 모세관과 유체
흐름 측정 장치에 연결하였다.그 후 20cmHO의 정수압을 가하여
치수압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다. 처음 10분간 시편의 dentinal
tubule을 통해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
춘 후 각 처치제를 제조사의 용법에 맞게 처치하고 다시 dentinal
tubule을 통해 측정하는 물의 양을 10분 동안 측정하였다. 그리고
처치제를 반복 도포하여 tubule을 통해 통과하는 물의 양을 10분간
측정하여 반복 처치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처음 10분간의
상아세관액 투과율은 각 상아질 시편의 투과도를 나타내며, 각 지
각과민 처치제 적용 후 기록되는 상아세관액 투과율과 비교하여 상
아세관액 투과 감소율을 수 있다. 각 처치제의 상아세관액 투과율
은 적용 후 10분 동안 투과한 양의 평균으로 구하였다.처음 10분
간 상아세관의 투과율에 대해 각 처치제 도포 후 10분간 측정된 상
아세관 투과율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해 보았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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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세관 투과 감소율 (%)=

처음상아세관투과율  적용후상아세관투과율
처음상아세관투과율

100×

4)통계분석
각 처치제를 반복 처치하였을 때 상아세관 폐쇄 정도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pairedT-test(SPSSstatistics20,IBM,USA)분석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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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materialsusedinthisstudy

Desensitizing
AbbreviationComponents Procedure Manufacturer
agent
Apply
Superseal

SS

Oxalate

Glutar
Gluma

GL

20-30s,

Phoenix

airdry

Dental

Several

adehyde, application,
HEMA

Heraeus

airdry
Base1~2
drops+AQ
sponge

4-META
containing
AQBondPlus

AQ

self
etching
primer/bon
dingagent

Apply30s,
5~10gentle
airdry

Sunmedical

5~10air
dryand
light
curing

HEMA:

Ethylene

glycol

methacrylate;

4-methacryloyloxyethyltrimellitateanhyd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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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ETA:

Fig.1.Schematicdiagramofspeci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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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chemeticdiagramofbubble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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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시간당 상아세관의 투과 감소율
각 군(SS, GL, AQ)의 경우 시편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물을
투과시켰을 경우(20cm 높이의 압력으로), 1회 도포, 2회 도포 후
시간당 물 투과량을 Figure3 에 표시하였다.R 값을 구해본 결과
0.98-0.99 수준으로 거의 직선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선형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당 상아세관 투과율을 나타낸
다.시간당 상아세관 투과율이 각 처치제를 반복 도포했을 때 각각
대조군에 대해 얼마나 감소하는지 정리하였다(Table2).

2.반복 처치에 따른 시간당 상아세관의 투과 감소율
각 군(SS,GL,AQ)의 반복 처치에 따른 시간당 상아세관 투과율
의 감소율을 Table 3 에 표시하였다. 대조군의 상아세관 투과율을
100이라고 하였을 때,SS 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
투과율 감소량은 8.4% 였으며 대조군 대비 2회 도포시 17.9%로 나
타났다.GL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 투과율 감소량
은 5.0% 였으며,대조군 대비 2회 도포시 16.0%로 나타났다.마지
막으로 AQ의 경우 대조군 대비 1회 도포 상아세관 투과율 감소량은
25.0% 였으며, 대조군 대비 2회 도포시 34.0%로 감소율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Fig. 4). Paired t-test 검정결과, 처치 횟수에 따른
상아세관 투과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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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A representativecurveofdentinalfluid flowprimary
and secondary desensitizer application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 on fluid movement and time. (a) SS, (b) GL, (c)
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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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hedentinalfluidflowrateofeachdesensitizerand
primaryandsecondarydesensitizerapplication
재료

대조군

1회적용

2회적용

SS

0.95

0.87

0.78

GL

1.66

1.58

1.39

AQ

2.56

1.92

1.7

(n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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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duction rate of primary and secondary
desensitizerapplication
재료

1회 적용시 감소율

2회 적용시 감소율

SS

8.4%

17.9%

GL

5.0%

16.0%

AQ

1.7%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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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minished permeability ratio of dentinal fluid flow
afterrepeateddesensitizerapplica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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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상아질 지각과민증은 노출된 상아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외부의 자극이 없을 때에도 나타나는 반응으로 정의되기
도 하였다. 유체역학설이 받아들여지기 전 지각과민 처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우선 과민증을 일으키는 신경의 탈분극을
유도하는 K이온 농도를 높여 신경의 흥분을 억제 하는 방법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각과민 처치제가 상아세관을 직접 막아 상아세관
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유체역학설로 상아질 지
각과민증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상아세관을 폐쇄하는 쪽으로 지각
과민 처치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지각과민증과 연관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최근에
는 발치된 치아에서 수복시 상아세관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splitchamber에 상아질 원판을 넣고 지각
과민 처치제 도포 전후의 상아세관 투과도 차이를 비교한 실험이
있다. 통상적으로 상아세관을 통과하는 물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
기 위해 생리적인 치수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런 연구에서는 노출된 상아질의 임상 상황을 재현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cm의 H0압력을 걸었다. 이러한 점
에서 본 실험은 임상적인 상황에 근접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흐름 측정장치를 통해서 지각과민 처치제를 반복처치 하였을
경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 이용된 SS,GL,AQ는 초기 상아세관 투과율에 대해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아세관 투과율을 감소시켰다 (P<0.05).
상아세관 투과율의 감소는 상아세관 폐쇄 효과를 의미한다. 즉,
SS, GL, AQ 모두 지각과민 처치제로 지각과민증의 개선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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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기존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상아세관은 약 0.35uL/cmmin정도의 비율로 상아세관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험 결과 상아세관의 평균 상아세관
투과율은 약 0.10 uL/cmmin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으로 생각된다.우선,상아세관의 수가 각 시편마다 편차가 있
기 때문에 위와 같은 흐름 비율의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또 하나
의 원인으로는 시편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상아세관이 전부 완벽하
게 열리지 않은 경우이다.인산 etching을 통한 smear layer제거
와 잔사의 물리적인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시편의 전자 현미
경 사진을 찍지 못하여 생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을 할 때 실제 구강 내 환경과는 다른 점이 있어 본 실험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SS는 특히 상아세관 내 칼슘 이온과 결합
하여 calciumoxalatecomplex을 형성하여 상아세관을 막는 기전으
로 알려져 있다.하지만 smearlayer가 충분하게 제거되지 않아 상
아세관 내로 충분히 침투하지 못하여 투과율의 감소량이 줄어들었
을 가능성이 있다.또한 타액에는 일정 농도의 칼슘 이온이 존재하
는데 실험에 사용한 식염수에는 칼슘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는 calcium oxalate complex 형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조사에 따르면 SS는 처치 후 calcium oxalate complex가
2~3분 안에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oxalate 계열의 지각과민
처치제는 다른 연구에서 상아세관 폐쇄 효과가 88-98%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GL에 포함된 glutaraldehyde는 상아세관의
특정 단백질 성분과 침전물을 생성하여 상아세관을 폐쇄하고,연쇄
적으로 HEMA의 중합을 야기해 상아세관의 폐쇄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상아세관액을 대체하여 식염수를 사용하

였으므로 glutaraldehyde가 실제 구강 환경과는 다르게 반응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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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따라서 GL의 상아세관 폐쇄율이 축소되어 나타났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는 GL이 가장 높은 상아세관 폐쇄
능력을 나타내었는데,생리 식염수가 아닌 단백질이 포함된 상아세
관액을 이용하였다. 그 외에도 지각과민 처치제를 처치한 이후의
기계적인 마모를 및 구강 내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통상
적으로 실시하는 양치질에 지각과민 처치제가 물리적으로 제거될
수 있어 상아질 지각과민증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반면에 양치질
을 할 때 적절한 치약을 선택하여 지각과민증이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기존 연구에서 sensodyne을 사용하여 양치를 한 경우 상
아세관 폐쇄가 우수하게 형성됨을 보였다. 그리고 구강 내는 음식
물이 출입하는 곳이어서 상황에 따라 온도가 0℃에서 100℃에 이를
수 있다.온도 차이로 인해 지각과민 처치제가 변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지각과민증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상아질 지각과민증 환자에서 지각과민 처치제가 얼마나 오래 효과
를 보이며 폐쇄 효과가 지속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하게 재현 된 구강 내 환경에 따라 각 지각과민 처치제를
처치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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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줄여주기 위해 각 처치제들이 상
아세관을 어느 정도 봉쇄해주는지 bubble tracer로 알아보고자 하
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 처리군이 하지 않은 군보다 시간당 물
투과율이 낮았다 (P<0.05)
2. 각 차치제를 반복 처치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시간당 물
투과율이 낮았다 (P<0.05)
3.AQ처리군이 SS,GL처리군보다 시간당 물 투과율이 낮았다.
이를 통해,상아질 지각과민 처치제 처리는 상아세관을 폐쇄하여
상아질 지각과민증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아세관
을 통해 투과되는 상아세관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또한 SS,GL,AQ를 반복 처치한 경우 처치하지 않거나 한 번
처치한 경우보다 상아세관을 통해 투과되는 상아세관의 양이 감소
함을 알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AQ를 처리한 경우에 SS,GL을 처리
한 경우보다 시간당 상아세관 투과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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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urpose
Dentin hypersensitivity, can be described using mainly
Hydrodynamic theory. Hydrodynamictheory is that thecause of
the pain by stimulation applied to the dentinal tubule
stimulate the mechanoreceptorsof pulp sensory nervesto move
the dentinal tubule fluid. Dentin of the site that shows the
perception hypersensitivity dentinal tubule is open, high
permeability must be shown, reduce the permeability of
dentinal tubule, or dentin hypersensitivity in order to
completely block is, shall symptoms is reduced. desensitizer
applications are usually varnish, the precipitation inducing
formulation agent and the primer (hydroxyethylmethacrylate)
which can not be polymerized. The mechanism of d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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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sensitivity treatment agent is either to seal the most
dentin surface or to form a protein deposits and calcium
complex of dentinal tubule solution. Although there has been
seen a lot of dentinal tubule blocking effect due to the
application of hypersensitivity treatment agent, located in
each of the mechanisms and products dentinal tubule block
effect, how about a good whether, out unified conclusion yet
It has not. In this experiment, the extent of some of the
dentinal tubule permeability change between desensitizer
agentstrieddeterminedviaabubbletracer.
2.Method
The dentin disk, and if it had been tooth extraction, dental
caries-free award of within six months, the lower jaw
premolarsandmolars wereusedinthestudy. Toothextraction
toothwerestoredin1%chloramineTsolution.UsingtheSand
paper (100,800,2000,3000), we were polishing is to create a
dentindisktoathicknessof1mm.Andwashedaftertheacid
treatment with 20 seconds 37% phosphoric acid, followed by
physicalremovalofmaterialswhichpreventthetubulethrough
ultrasonic 1 minute. The well-dried dentin disk towards the
wide surface of the pipette tip, when pressed by binding to
the silicon, waterwas fabricated escape onlydentinal tubule
of the dentin disk. It was stored has been created dentin
disks in distilled water. Microfluidic flow measuring
apparatus used for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major
parts. First, the capillary tube and the optical sensor
portion for detecting the flow of water, a motor and a drive
unitthattrackstheflowofthesecondwater,andfinall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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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the rotation of the motor, encoder and a computer
record for converting the movement of water It is a device.
Detailed operation principle of the device is described in
detailinpreviousstudies.Itisfabricatedspecimensthrough
asiliconetubefilledwithphysiologicalsalinewasconnected
tothemeasuringapparatusofthecapillariesandmicrofluidic
flow. Then, to make a similar condition and value water
pressurebytheadditionofhydrostaticpressureof20cmH2O.
The first 10 minutes, and then measuring the amount of water
coming out through the dentinal tubule of the dentin disk,
after stopping the applying of pressure, is treated to suit
the individual treatment agent to the manufacturer's usage,
and through again dentinal tubule The amount of water was
measured for 10 minutes. And the amount was repeatedly
measuredfor10minutestreatmentofwaterthatpassesthrough
the repeatedly applied to tubule the treatment agent was
examinedwhetherthereisaneffect.Flowrateoftheinitial
dentinal tubule solution means the transmittance of exposed
dentin of each tooth piece is measured after desensitizer
application the coating is a comparison reference changes
dentinal tubule liquid flow rate (baseline flow rate).
Dentinal tubule liquid flow rate after hypersensitivity
treatment first applied to determine the average flow rate
thatoccurredduringthe10minutesafterthehypersensitivity
treatment first applied. Initial dentinal tubule liquid
changed

dentinal

tubule

liquid

flow

rate

after

hypersensitivity treatment the first application based on the
flowrateofcalculatedwhetherhowmuch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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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esults
Superseal, Gluma, and AQ bond, without processing anything
specimen,ifitisallowedtopassthroughthewater(at20cm
height pressure), one application after the time dentinal
tubule liquid permeability, two coating In summary to
determinethetransmittanceofthetimedentinaltubuleliquid
after,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following results.
Superseal,Gluma,themoreincreasedthenumberoftimesitis
applied compared to when not AQ bond all treatments, it was
found that the transmittance of the dentinal tubule fluid is
reduced. For Supersea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
decrease of one application dentinal tubule fluid flow rate
was 17.9% at 2 times the coating as compared to a 8.4% in a
control group. For Gluma,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
decrease of one application dentinal tubule fluid flow rate
was 16.0 percent at two times the coating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ich was 5.0%. Finally, if the AQ bon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 decrease of one application
dentinal tubule fluid flow rate is 25.0%, the reduction rate
is the most at 34.0% at 2 times the coating compared to the
control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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