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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친수성 합성고분자와 혼합한

MTA의 물성과 조작성 평가

노 영 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보존학 전공

(지도교수 : 손 원 준)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친수성 합성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 수용액을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와 혼합했을 때, 조작

성, 경화특성, 압축강도 및 미세구조의 변화를 조사하고, 근관충전재로서

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실험방법 :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었다 : DW군(증류수와

혼합한 MTA), P3군(3 wt%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 그리고, P5군

(5 wt%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 물성분석기를 이용해 IRM 시멘트

와 비교해 조작성을 평가하고, 비카트침을 이용해 초기 경화시간을 측정

하였다. 압축강도는 만능시험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미세구조분석을 위

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x-ray

diffractometer (XRD)를 이용하였다. 시린지 펌프, 석션 펌프 및 초음파

발진기가 부착된 기구를 이용하여 5%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를 직

접 레진 모형근관내로 충전하고 근관충전의 질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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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조작성 평가 결과, P3군과 P5군은 DW군에 비해 IRM 시멘트와

유사한 조작성을 보였다. 초기 경화시간은 P3군과 P5군이 DW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긴 시간을 나타내었다(p < 0.05). 압축강도의 경우,

P3군과 P5군이 DW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값을 보였다(p

< 0.05). 경화 3일 후와 14일 후 FE-SEM과 XRD를 이용해 실시한 미세

구조분석에서는 세 실험군 간에 뚜렷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5%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는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 레진 모형근관내로

주입할 수 있을 만큼 흐름성이 증가하였으며, 석션 펌프와 초음파 발진기

를 함께 이용했을 때 충전 길이 조절이 가능하였고, 충전의 질도 우수하

였다.

결론 : PVA 수용액을 MTA와 혼합했을 때 증류수와 혼합한 MTA에

비해 초기 경화시간이 연장되고 압축강도가 감소했지만, 미세구조의 변화

없이 향상된 조작성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MTA, polyvinyl alcohol, 조작성, 미세구조, 근관 충전

학 번 : 201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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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는 치근천공의 수복, 치근단 역충

전, 치수복조술, 재생근관치료학 등 근관치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고 연구되어 왔다[1-4]. 밀폐 능력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경조직 형

성능과 항균능력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진 MTA는 silicate oxides,

tricalcium silicate, tricalcium oxide, tricalcium aluminate 등이 그 주성분

이며[5-11], 방사성 불투과성을 위해 첨가된 bismuth oxide와 같은 소량

의 mineral oxide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

고, MTA는 조작성에 대한 몇 가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초기 경화시간

이 길고, 물과 혼합 후 응집성이 감소되며, 근관내에 적절히 위치시킨 다

음에도 경우에 따라 씻겨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12, 13].

이 중에서도 특히 MTA 특유의 모래와 유사한 성상으로 인해 협부

(isthmus)와 같은 근관내 특정 공간에 MTA를 위치시키려고 할 때, 충전

과정이 까다로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Ber 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MTA에 메틸셀룰로오스를 첨가했을 때 조작성이 IRM과 유사한 정도로

개선되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경화지연은 염화칼슘을 첨가해 해결하였다

고 보고하였다[13]. 그러나, 변형된 MTA의 미세구조분석이 이뤄지지 않

았고, 객관적인 조작성 평가가 없었다. 또, Hsieh 등의 연구에서는 MTA

에 calcium lactate gluconate를 첨가했을 때는 조작성이 향상되었고, 경화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고하였다[14]. 하지만, 압축강도와 같은 기본적인 성

질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조작성 평가에서도 시험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친수성 합성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 (PVA)은 1930년대부터 의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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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높은 분

자량과 친수성 때문에 접착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멘트 산업에서는

내구성과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15, 16]. 또한, 화학적으

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며, 건축분야 연구에서 콘크리트 시멘트에 첨가

하면 알칼리 저항성이 커지고, 인장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17]. 또

한,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하면 균열 저항성, 접착력, 형태 유지력과 분

산력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MTA가 포

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한 사실을 고려하면, 친수성 합성고분자인 PVA를

수용액 형태로 MTA와 혼합했을 때도 조작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의 조작성과 초기 경화

시간, 압축강도, 미세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며, 레진 모형

근관을 이용하여 이러한 MTA를 실제로 근관충전재로 적용 가능한지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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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시험재료준비

분자량 범위 146,000∼186,000 g/mol, 가수분해도 99%이상인 PVA 파우

더(Aldrich, St. Louis, MO, USA)를 계량해서 증류수에 넣고, 80℃ 온수

조에서 용액이 투명해질 때까지 자석교반기를 이용해 혼합하여 PVA 수

용액을 제작하였다(그림 1). 예비실험에서 각기 다른 농도의 PVA용액을

MTA와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이 용이하고 뚜렷한 조작성 향상을 보이는

3%와 5% PVA 수용액을 선택하였다.

MTA (ProRoot MTA; Dentsply, Tulsa, OK, USA) 제조사 권고에 따

라 3:1의 분액비로 각 실험 MTA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각 시편들은 증

류수와 혼합한 군(DW군), 3% PVA 수용액과 혼합한 군(P3군), 5% PVA

수용액과 혼합한 군(P5군), 총 세 개의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polyvinyl alcohol 구조

2.2. 조작성 평가

DW군, P3군, P5군의 조작성을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강화산화아연

-유지놀 복합물인 Immediate Restorative Material (IRM)을 사용하였다.

IRM (Dentsply, Caulk, Milford, DE, USA)을 제조사 지시에 따라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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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각 군마다 7개의 시편에 대해 평가하였다. 재료 혼합 후 경화과정,

특히 작업시간 동안의 조작성 평가를 위해 물성분석기(texture analyzer;

CT3, Brookfield, Middleboro, MA, USA)를 이용하였다(그림 2). 물성분석

기에서 사용된 load cell은 4.5 Kg이었으며, 정육면체 모양의 틀 속에 시

편을 90초 동안 혼합해 넣은 직후, 상온에서 200초 동안 검침봉을 하강시

켰다. 검침봉이 하강할 때, 시간에 따라 검침봉에서 측정되는 최대 접촉력

(maximum contact force)을 측정하였다. 혼합시간 90초와 최대접촉력 측

정 시간 200초를 더하면 MTA의 작업시간인 325초와 거의 같기 때문에

작업시간 동안의 조작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 Texture analyzer (CT3, Brookfield, Middleboro, MA, USA)

: 각 모서리의 직경이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틀에 혼합한 샘플을 넣고,

직경 5 mm인 검침봉을 0.02 mm/s 속도로 4 mm깊이까지 하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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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기 경화시간 평가

시편의 초기 경화시간은 비카트침(Vicat apparatus; Heung Jin MFG

Co, Seoul, Korea)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Vicat indenter는 300 ± 5 g의

무게, 1 ± 0.1 mm 직경의 침을 사용하였고, 각 군마다 10개의 시편을 만

들어 실험하였다.

각 시편을 혼합 후, 원형의 아크릴 몰드(내직경 10.0 mm, 높이 5.0

mm)에 담았다. 몰드에 담긴 시편은 37℃, 상대습도 95%의 인큐베이터에

60분 이상 보관하였다. Indenter는 시편의 표면으로 수직으로 낙하시키고,

시편에 완전한 원형의 압흔을 만들 수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였

다. 시편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낸 후 먼저 5분 간격으로 indenter를 낙하시

켜 초기 경화시간의 근사값을 구한 후, 다시 같은 과정을 10초 간격으로

반복 수행하여 초기 경화시간을 결정하였다. 세 곳의 떨어진 위치에

indenter가 1 mm 깊이의 압흔을 만들 수 없을 때 경화시간을 기록하였

다.

2.4. 압축 강도

ISO 9917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시편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다[19].

높이 6 mm, 직경 4 mm의 테프론 튜브를 편평한 유리판 위에 두고,

MTA를 혼합하여 튜브 안에 넣어 시편을 제작하였다. 튜브 안에 담긴 시

편은 37℃, 상대습도 95%의 항온항습기 내에서 6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경화 후 테프론 튜브를 제거하고 시편의 공극이나 결함이 없는지 조사하

여 흠결이 있는 시편은 폐기하였다. DW군, P3군, P5군마다 시편을 각각

1일, 7일 동안 증류수에 보관한 후에 증류수에서 꺼내어 1시간 이상 시편

상, 하면의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건조시킨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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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대해, 각 시간 간격 마다 12개씩의 시편을 압축강도 측정에 사용하

였다. 압축강도 측정은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8871, Instron Co, Park Ridge, IL, USA)를 이용하였다. Crosshead의 낙

하속도는 1.0 mm/min이며, load cell은 5 kN이었으며, 무게 단위(Kg) 로

측정된 결과를 압력 단위(MPa)로 변환하였다.

2.5. 미세구조분석

2.5.1. 미세구조 및 구성 원소 분석

혼합 3일 후와 2주 후에 각 군의 미세구조 평가를 위해서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혼합하지 않은 MTA 분말과 각 군마다 2개

의 시편씩 총 7개 시편을 관찰하였다. 시편은 300 Å 두께의 금으로 박막

코팅(sputter coating)을 시행하였으며, 미세구조는 ×2,000과 ×10,000 배율

하에서 관찰하였다.

MTA 상변화에 따른 구성 원소 차이 분석을 위해 FE-SEM에 장착된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EMAX 7200-H, Horiba,

Stanmore, UK)를 사용하였다.

2.5.2. 상변화 분석

혼합 3일 후와 2주 후에 각 군의 상변화를 x-ray diffractometer (XRD;

D8 Discover, Bruker, Germany)로 측정, 평가하였다. 혼합하지 않은

MTA 분말과 각 군마다 2개의 샘플을 절구와 공이를 이용하여 매우 고운

가루형태로 분쇄된 총 7개의 시편을 준비하고, 가속전압 40 kV, 40 mA,

step width 0.01°, 그리고, counting time 0.5 s/step의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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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1.0, IBM Co., IL, USA)을 사용하

였고, 사후 검정(Tukey’s post hoc test)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α) 0.05에서 비교하였다.

2.7. 근관충전 후 SEM 평가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를 임상에서 근관충전에 이용 가능한지 평

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와 공동으로 시린지 펌프와 진공

펌프 및 초음파 발진기가 부착된 아래와 같은 디자인의 장비를 제작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그림 3, 4).

그림 3. 근관충전 실험장비 개요도

: 진공펌프 흡입으로 레진 모형근관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를 시린지 펌프에 담아 분사한다. 이 때, 초음

파 발진기는 MTA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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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근관충전 실험장비

: 시린지가 초음파발진기 내부를 통과하고 있어 초음파를 효과적으로

전달 가능하며, 분사/흡입노즐에 레진 모형근관을 부착한다.

MTA와 5% PVA 수용액을 혼합하여 시린지에 담고 시린지 펌프는 초

당 0.05 ml 씩 레진 모형근관내로 주입되도록 조절하였으며, 초음파 발진

기는 26 kHz, 진공 펌프는 10–2 Pa의 조건에서 충전 실험하였다. 실험군

은 총 3개로, 시린지 펌프만 이용해 충전한 경우, 시린지 펌프와 진공펌프

를 함께 사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시린지 펌프, 진공펌프, 초음파 발진기

를 함께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충전 실험하였다. 근관 충전 후 각 레진

모형근관 시편을 37℃, 상대습도 95%를 유지하는 항온항습기 내에서 2주

간 보관한 다음, 액체질소 저장용기로 옮겨 24시간동안 보관하였다. 이후

레진 모형근관에 충격을 가해 조각을 내고, 충전된 MTA 단면을 SEM

분석을 통해 void를 관찰하여 충전의 치밀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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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방법 개요

항 목 기  기 실 험 군 시편수

조작성
Texture 

analyzer

DW

P3

P5

IRM

7

초기

경화시간
Vicat apparatus

DW

P3

P5

10

압축강도
Universal testing 

machine

DW-1 day

DW-7 days

P3-1 day

P3-7 days

P5-1 day

P5-7 days

12

미세구조

XRD
pure MTA powder

DW-3 days

DW-2 weeks

P3-3 days

P3-2 weeks

P5-3 days

P5-2 weeks

1

FE-SEM and 

EDS

근관충전 FE-SEM

syringe pump

syringe pump+suction

syringe pump+suction+ultrasoni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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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조작성 평가

조작성 평가 결과, 100초까지는 실험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초에 이르러 DW, P3, P5, IRM군의 평균 접촉력은 각각 2083, 1074,

886, 529 g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5). DW군은 IRM군에 비해 혼합 후

200초에서 접촉력이 약 4배 정도 높았고, P3군은 IRM군에 비해 접촉력이

약 2배 높았다. P5군의 200초에서 접촉력은 IRM군에 비해 1.7배 가량 높

았다.

그림 5. DW, P3, P5, IRM군의 물성분석기 실험 결과 (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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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기 경화시간

초기 경화시간 실험 결과, PVA 수용액와 혼합한 MTA의 초기 경화시

간은 증류수와 혼합한 MTA (DW군)의 초기 경화시간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길었다(p < 0.05)(표 2). P3군과 P5군 사이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 > 0.05).

표 2. 초기 경화시간 (n = 10)

군 경화시간 (분)

DW 92.2 ± 1.3a

P3 115.2 ± 1.5b

P5 114.4 ± 1.8b

※ 서로 다른 위 첨자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p < 0.05).

3.3. 압축 강도

시편의 압축강도 측정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1일군에서 DW군의 압

축강도는 19.41 MPa로, P3군(14.46 MPa)과 P5군(13.43 MPa)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은 압축강도를 보여주었다(p < 0.05). P3군과 P5

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7일군의 압축강도 양상도

1일군과 비슷하였다. 7일 후 DW군의 압축강도는 46.18 MPa로 P3군

(36.88 MPa)과 P5군(34.87 MPa)에 비해서 유의성 있게 높은 압축강도를

보여주었다(p < 0.05). P5군의 압축강도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지만 P3군

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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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압축강도 (MPa) (n = 12)

군 1일 (평균± 표준편차) 7일 (평균± 표준편차)

DW 19.41 ± 3.24a 46.18 ± 6.46a

P3 14.46 ± 2.34b 36.88 ± 4.84b

P5 13.43 ± 3.72b 34.87 ± 7.89b

※ 서로 다른 위 첨자는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p < 0.05).

3.4. 미세구조분석

경화 이전 MTA 분말의 FE-SEM 이미지와 XRD 패턴은 그림 6과 같

다. MTA 분말은 tricalcium silcate (Ca3SiO5), monocalcium silcate

(CaSiO3), dicalcium silcate (Ca2SiO4)와 bismuth oxide (Bi2O3) 상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과립이 FE-SEM 이미지에 나

타났다. EDS 관찰 결과 큰 과립은 calcium silcate, 작고 둥근 과립은

bismuth oxide로 관찰되었다.

시편의 경화 3일 후 파절된 면의 FE-SEM 이미지와 XRD 패턴은 그림

7과 8에서 보여주고 있다. XDR 패턴을 초기 MTA 분말과 비교할 때

DW군, P3군, P5군 모두에서 상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시편에서

Ca3SiO5와 Bi2O3 상만이 관찰되었다.

그림 7의 경화 3일 후 DW군의 FE-SEM 이미지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

진 과립들이 혼재되어 느슨하게 채워져 있고, 초기 MTA 파우더와 비교

할 때(그림 6(a)), 미세구조상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3군과 P5군

에서도 일부 섬유상(그림 7 (d), (f)에서 흰색 화살표로 표시됨)이 관찰된

것 이외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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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화전 MTA 분말의 (a) FE-SEM 사진, (b) XRD 패턴

: FE-SEM 사진의 #은 calcium silicate, *은 bismuth oxid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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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화 3일 후 DW(a, b), P3(c, d), P5군(e, f) 시편 파절면의

FE-SEM 사진

: 배율 - (a, c, e): ×2,000, (b, d, f): ×10,000. 흰색 화살표 – 섬유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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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화 3일 후 시편들의 XRD 패턴

: 경화전 MTA 분말의 패턴과 비교할 때 상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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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경화 2주 후 DW(a, b, c), P3(d, e, f), P5군(g, h, i) 시편 파절면의

FE-SEM 사진

: (a, d, g): 저배율 (×250),

(b, e, h): 치밀한 본체 부분을 고배율(×5,000)로 확대,

(c, f, i): 본체 중간에 관찰되는 세공 내부를 고배율(×5,0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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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화 2주 후 DW, P3, P5군의 XRD 패턴

: Ca3SiO5의 상대적인 피크는 감소한 반면, Bi2O3의 피크는 변화가

없다. 또한, 새롭게 수산화칼슘의 피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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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화 2주 후에는 경화 3일 후와 달리 뚜렷한 미세구조 변화(그

림 9)와 상변화(그림 10)가 모든 시편에서 관찰되었다. Ca3SiO5의 상대적

인 피크 강도가 감소한 반면 Bi2O3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새로운 수산화

칼슘(calcium hydroxide, Ca(OH)2) 피크가 검출되었다. 미세구조에서는 대

부분 과립들이 조밀하게 채워져 있어 개개의 과립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공 내부의 미세구조는 본체 부위와 달라서, 섬유와 박편 모양의

결정체가 관찰되었다(그림 9 (c, f, i)).

3.5. 근관충전 후 SEM 평가

PVA수용액과 혼합한 MTA는 시린지에 넣어 짜 넣을 수 있을 만큼 흐

름성이 증가하지만, 단지 시린지 펌프만 이용할 때는 근단부까지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근단부까지 충전 가능한 경우에는 충전

물질이 근단부를 넘어 과충전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레진 모형근관

파절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표면이 고르지 않고 곳곳에 빈 공

간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실험군으로 시린지 펌프와 석션을 함께 이용한 경우는 치근단

까지 충전이 용이하고 충전물질이 치근단을 넘어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림 11은 레진 모형근관을 이용한 예비실험에서 시린지

펌프만을 이용했을 때는 근단부까지 주입이 되지 않았지만, 석션을 함께

적용한 경우는 치근단까지 주입되는 것을 보여준다. 현미경으로 파절 단

면을 관찰했을 때 시린지 펌프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근관 내부를

치밀하게 채워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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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레진 모형근관을 이용한 충전 실험

: (a) 시린지 펌프만 이용했을 때, (b) 시린지 펌프와 석션을 함께 이용할 때.

흰색 화살표는 충전 길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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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지 펌프, 석션과 함께 초음파 발진기를 이용한 경우엔 치근단까지

빠른 충전이 가능했고, 가장 충전의 질이 우수하였다. 레진 모형근관의 파

절 단면을 현미경상에서 관찰할 때는 두 번째 실험군과 유사하게 빈 공간

없이 채워진 양상을 보여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SEM을 이용해 비교한 경

우에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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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근관충전 후 레진 모형근관 파절단면의 SEM 사진

: (a, b) 시린지 펌프만 사용, (c, d) 시린지 펌프와 석션을 사용, (e, f) 시린지

펌프와 석션과 초음파 발진기를 함께 사용.

(a, c, e) - 저배율(×1,000), (b, d, f) - 고배율(×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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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MTA의 주된 단점으로 응집력이 부족하고, 조작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MTA는 좁은 근관내에 적절히 위치시키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충전한 후에도 쉽게 씻겨 나가 숙련된 임상가조차도 곤란을 겪게

한다[12, 13]. 만약 MTA의 응집성을 적절히 증가시켜 치근단 수술에서

치근단 역충전시 IRM을 적용할 때와 유사하게 원하는 형태를 쉽게 형성

할 수 있거나, MTA의 흐름성을 증가시켜 글라스아이오노머나 유동성 복

합레진을 와동에 충전하는 것처럼 원하는 위치에 쉽게 주입할 수 있다면

MTA의 단점이 극복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임상 상황에 적합하도록 MTA의 조작성을 변화시키고, 이 때 MTA의 물

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MTA의 조작성을 변화시키고 조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PVA 수용액을 혼합하였다. 첫째, PVA는 수산화기로 인해 친수성을 가지

며, 물과 강력한 수소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쉽게 수용액을 만들 수 있고,

증류수를 대신하여 MTA와 혼합이 용이하다. 둘째, PVA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로 MTA에 혼합된 이후에 쉽게 변성되지 않는다. 또

한, PVA는 그 제조법에 따라 고분자 중합체의 길이를 변화시켜 다양한

분자량을 가질 수 있고, polyvinyl acetate의 가수분해 정도에 따라 친수

성이 달라진다. PVA 수용액 특유의 끈적한 성질은 분자량과 친수성 정도

에 따라 변화하며, 따라서, MTA의 조작성을 다양한 범위로 조절하는데

있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PVA를 소량 첨가하면서 뚜렷한 물성 변화

를 관찰할 수 있도록 분자량이 크면서도(146,000 ∼ 186,000 g/mol) 거의 완

전히 가수분해 되어 수산화기의 비율이 높은(< 99%) PVA를 선택하여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다양한 PVA를 선택해 다른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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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PVA는 인공수정체나 인공연골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므로, 근관치료에 이용하는데도 적합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20, 21]. Jung은 3% PVA 수용액과 MTA를 혼합했

을 때, 증류수와 MTA를 혼합한 경우와 비교해 세포 독성 변화를 관찰했

을 때, MTA군간의 세포독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경조직 형성

능을 비교하기 위해 bone sialoprotein (BSP)과 osteocalcin (OCN) 두 유

전자의 발현량을 비교했는데,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였다[22].

실험에 사용할 PVA 수용액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한 예비 점도 평가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3%와 5%의 PVA 용액을

선택하였다. 1% PVA 수용액의 경우 MTA와 혼합해도 조작성의 변화 관

찰이 어려웠으며, 7% PVA 수용액의 경우 많은 기포와 특유의 끈적한 성

질 때문에 MTA와 균질하게 혼합하기가 어려웠다. 3∼5% 농도의 경우

MTA와 적절히 혼합이 가능하면서도 DW군과 비교해서 조작성이 뚜렷하

게 개선되었고, 이는 IRM과 유사한 정도의 조작성을 보였다.

현재까지 재료의 조작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실험방법을 제시한 연구

는 없었으나, MTA에 메틸셀룰로오스, 염화칼슘 또는 calcium lactate

gluconate를 첨가했을 때의 조작성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13, 14].

이들은 조작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IRM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거나,

‘excellent/good/poor’와 같이 등급으로 평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시험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객관성은 결여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물성분석기(texture

analyzer)를 이용했는데, 이는 재료의 경도, 접착성, 응집성, 압축성 등을

평가하는데 편리한 방법이다. 물성분석기는 주로 식품 산업과 소비재 산

업에서 이용되고 있고, 펙틴, 껌, 콜로이드 등과 같이 매우 부드러운 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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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견과류, 사탕과 같이 매우 단단한 상품까지 실험 가능하다. 다양한 형

태의 탐침봉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탐침봉을 아래,

위로 이동시키며 relaxation, adhesion, rupture, fatigue, creep test 등 다

양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거리, 힘, 시간, 응력, 변형률 등의 정보가 X축,

Y축에 표시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 그림 5의 X축은

탐침봉이 0.02 mm 속도로 이동하는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은 탐침봉이

unit cell 내에 담긴 MTA 샘플을 누를 때의 최대 접촉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PVA 수용액과 MTA를 혼합할 때, DW군과는 뚜

렷하게 달라지며 IRM군과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PVA 수용액과 MTA를 혼합했을 때 조작성이 개선된 것은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화 속도를 조

절하는 첨가물을 포틀랜드 시멘트에 넣어 작업성을 개선하려는 연구에서,

PVA는 시멘트의 수화된 과립과 수화되지 않은 과립들의 표면에 붙어서

수분의 접근을 방해하고 수화작용을 지연시킨다[16]. PVA처럼 많은 수산

화기를 가지고 있는 유기 화합물은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여 수화 지연

효과를 나타낸다고 추정된다[24]. 실제 임상 상황에서 MTA를 사용할 때

는 근관이나 절제된 치근단 와동에 MTA를 적용하기 수 분 전에 증류수

와 혼합해야 한다. 증류수와 혼합한 직후엔 표면에 윤기를 보이며 약간의

응집성을 보이지만, 짧은 대기 시간 후 MTA와 증류수의 혼합물은 표면

적으로 물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며 점도를 유지하기 못하고 조작이 더 어

려워진다. 일반적으로 임상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분의 물을 더 혼합해

조작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며, 이 때 혼수비의 변화로 인해 강도와 같은

물리적인 성질이 바뀔 위험성이 있다. 그림 13은 MTA에 물을 혼합하고

수 분 이내에 표면적으로 물이 없어지면서 응집성이 없어지는 현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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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25]. 시멘트 경화과정에서 형성된 단일 과립(single grain)들

은 서로 느슨하게 결합하며 새로운 응집구조(single agglomeration)를 형

성하며, 이 응집구조들이 서로 결합하며 새로운 응집구조를 만들 수 있다

(secondary agglomeration). 이렇게 응집구조들이 만들어질 때 물은 그 내

부로 갇히게 되면서 표면적으로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Yamamoto 등은 PVA가 물과 수소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수화를 지연시키

는 동시에, 분산제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과립들이 응집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전을 통해 물이 응집구조 내부로 갇히는 것을 억제하며,

이로 인해 입자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흐름성을 가져 조작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5]. 결론적으로 PVA의 사용은 응집성과 가소성을 증

가시켜 임상적인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화 지연 효과

를 통해 MTA의 소량 사용 상황에서도 조작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3. 시멘트 과립들의 응집구조. 4개의 single agglomeration과

1개의 secondary agglomeration이 나타나 있다.



- 26 -

PVA 수용액과 MTA를 혼합했을 때 수화 지연이 조작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초기 경화시간은 표 2와 같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긴

초기 경화시간은 MTA가 충전재로 사용될 때 쉽게 씻겨 나가는 원인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경화촉진제 등의 방법으로 지연된 경화

시간을 보상할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VA수용액과 혼합한 MTA의 압축강도는 증류수를 사용하여 혼합했을

때보다 감소하였다. 이렇게 압축강도가 줄어든 이유로 우선 다음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는 일반적인 mixing rule을 적용할 수 있다[26].

σtot = (1-f)σMTA + fσPVA

위 식에서 σtot은 PVA가 혼합된 MTA의 압축강도이고, f는 PVA의 부

피분율, σMTA는 MTA의 압축강도, σPVA는 PVA 자체의 압축강도를 나타

낸다. σPVA가 σMTA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f 가 증가할수록 σtot는 감소

하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 혼합 7일 후 DW군의 압축강도는 46.18

MPa이었던 것에 반해, P3군과 P5군의 압축강도는 각각 36.88, 34.87 MPa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첨가한 PVA 양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강도가 20∼25% 정도까지 감소한 결과는 mixing rule로만 설명되기

엔 부족하다. PVA는 친수성 작용기와 혐수성 탄소 사슬을 동시에 갖는

구조로 인해 계면활성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는 기

포를 안정화시키며, 이러한 기포는 PVA 수용액 그 자체에도 많고, MTA

와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관찰되며, 쉽게 MTA 내부에 갇혀 경화 후

에도 남아 있어, 이로 인해 압축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MTA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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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본 연구의 미세구조분석 실험 결과에서 PVA 수용액과 혼합이 기존의

MTA 경화반응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XRD에서 새로운 비결정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고, FE-SEM 결과에서 확인된 PVA 수용액과 혼합시에 형

성된 섬유상이 MTA의 물리적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로서

는 불분명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MTA를 일상적인 근관치

료에서 근관충전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28]. 현재까지 MTA는

근관장까지의 충전 길이 조절이 어렵고, 이후 근관치료가 실패할 경우 제

거가 힘들며, 혼합과정에서 생기는 기포로 인해 근관충전시 void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void는 MTA 응축 과정에서 근관내 세균감염으로

biofilm이 형성되어 근관치료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때로는

MTA가 완전히 경화되지 않고 씻겨나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VA 수용액과 혼합해 MTA의 흐름성을 증가시켜 시린지를 이용해 직접

근관내부로 주입하는 시도를 하여,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지적했던 MTA

로 직접 근관충전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시린지

펌프만 이용할 때는 vapor lock 때문에 근관 내를 다 채우는 것이 어려웠

고, 치근단까지 주입되는 경우에는 과충전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

린지 펌프와 석션 펌프를 함께 사용하여 근단 내부를 치밀하게 채울수 있

었고, 적정 압력(10–2 Pa)에서는 MTA가 치근단을 넘어 과도하게 유출되

는 것을 막아 주었다. 석션을 이용한 근관충전에 대한 연구는 1958년

Gustav 등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고, 특허기술로 등록되어 있다[29].

Lussi 등은 vacuum pump를 이용하고 충전재로 에폭시 레진을 사용한 연

구에서 충전의 질은 측방가압충전과 유사하고 치료시간은 더 짧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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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30]. 석션은 근관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충전물질이 근단부까

지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 재

료의 흐름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며,

액체 연료의 일종인 coal-water slurry에 초음파를 가해 연료 수송관내에

서 유동손실을 줄이려는 연구가 있었다[31]. 석탄 입자들은 물에 분산된

상태에서 서로 약한 결합을 형성하며 솜과 유사한 침전물 구조를 형성하

는데, 초음파는 구조적 안정성을 파괴하여 침전물 구조 내에 갇혀있던 물

이 빠져나오도록 한다. 이 때, 여분의 물로 인해 흐름성이 증가한다.

MTA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초음파는 시멘트 과립들이 슬러지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여분의 수분이 MTA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석션과 초음파를 함께 이용할 경우 근관장까지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감

소했고, 충전의 질이 가장 우수하였다.

향후, PVA 수용액과 혼합한 MTA에 대해 밀폐능력, 용해도, 항균능력,

경화후 팽창률 등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와 다양한 임상상황에 적합하도록

세밀하게 PVA의 분자량, 가수분해도와 첨가량을 조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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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PVA 수용액과 MTA를 혼합했을 때 IRM과 유사하게 조작성이 개선되

었고, 증류수와 MTA를 혼합했을 때와 비교하여 미세구조의 변화가 관찰

되지 않았으며, 초기 경화시간이 연장되고, 압축강도가 감소하였다. PVA

는 MTA의 흐름성을 증가시켜 시린지를 이용해 근관내부로 주입이 가능

하였으며, 레진 모형근관에서 석션과 초음파를 함께 적용할 때 우수한 충

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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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PVA 수용액 농도 결정을 위한 예비실험 결과

PVA 농도

(wt. %)
조작성 혼합성 비   고

1 poor good
MTA와 증류수를 혼합한 경우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없음

3 good good

5 good good

7 good poor
기포가 많고 끈적한 성질 

때문에 균질한 혼합이 어려움

9 -
very 

poor

너무 끈적해 부피 정량과 혼합이

어려워 조작성 평가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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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the physical and

handling properties of MTA

mixed with a hydrophilic

synthetic polymer

Young-Seok Noh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Jun Shon)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yvinyl alcohol (PVA) on physical properties like setting

characteristic, compressive strength and microstructure of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and also evaluate the improvement in

handling property of MTA mixed with PVA polymers.

Methods. PVA (3 and 5 wt %) aq. solution were prepared and the

sampl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mixing vehicles:

DW group (MTA mixed with distilled water), P3 group (MTA mixed

with 3% PVA), and P5 group (MTA mixed with 5% PVA). Handling

property was examined by texture analyzer. Initial setting tim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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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at apparatus and compressive strength by universal testing machine

were evaluated. The microstructures were observ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x-ray diffractometer

(XRD) phase analyses were performed. Direct application of the

samples into the artificial root canal model was tested by experimental

device that consists of syringe, suction pump, and ultrasonic generator.

Results. P3 and P5 groups showed similar behavior of IRM compared

to DW group. The initial setting time of P3 and P5 group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DW group (p < 0.05). The

compressive strength of DW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P3 and P5

groups (p < 0.05). Experimental groups (P3 and P5) showed no

microstructural differences compared with DW group when the

fractured surfaces were observed by FE-SEM and analyzed by XRD

after 3 and 14 days. Direct canal filling with P5 was feasible. Suction

pump and ultrasonic activation enabled filling-length control and better

filling quality.

Conclusion. PVA, a modified liquid for MTA, improved the handling

properties of MTA and maintain its microstructure.

Keywords: MTA, polyvinyl alcohol, handling property, microstructure,

canal filling

Student number: 201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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