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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치아 근관 치료는 세균에 감염된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시술

로써, 크게 근관 형성, 근관 세정, 근관 충전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근관 세정 및 충전 과정은 감염 세균 제거 및 재감염 방지를

막는 점에서 성공적인 근관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다. 기

존에 제시된 시술 방식으로써 강염기성 액체를 주사하여 근관 내벽

에 존재하는 세균을 용해시키는 화학적인 방법이나 초음파 주파수로

진동하는 캐뉼러를 삽입하여 세균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는 물리적

인 방법 등이 제시되어왔지만, 감염된 치아 근관 내부에는 내염기성

세균 (Enterococcus faecalis)이 존재함은 물론 물리적인 방법을 통

한 근관 세정 방식은 치아 뿌리 부분까지 세정력이 전달되지 못하여

국소적으로 세정 효과를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관 충전

과정에서 자주 이용되는 충전 물질인 MTA (mineral trioxide

aggregate)의 높은 점도와 치아 근관의 복잡하고 좁은 형상으로 인

해 기존 임상에서의 주사 방식으로는 근관 내부를 완벽히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반도체 세정 공정 등 다양한 산업에 초음파가 이용되는 점을

착안하여 초음파를 인가한 젯을 근관 내부로 분사하는 새로운 근관

치료 시술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근관 세정 과정에서는 초

음파 기포로 인한 보다 우수한 세정력을 얻고, 근관 충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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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전 물질에 초음파를 적용하여 점도를 낮추는 치아 근관 치료

기기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매질에서 초음파가 진행하며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함에서 나아가 초음파의 원리를 적용한

치아 근관 치료 기기 시작품 제작을 통해 임상 전 단계의 치아 근관

모형 시편에서 제작한 기기를 활용한 근관 세정 및 충전 실험을 통

해 기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어: 초음파, 치아 근관 치료, 근관 세정, 근관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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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경치료 과정 중 근관 세정 과정은 감염된 치수 제거 및 근관 내벽에

잔존하는 감염 미생물 제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경치료의 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 근관 세정 방법으로써 초음파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20 kHz 이상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금속 침을 근관 내에 삽입하여 오염 물

질에 초음파 압력을 전달하는 방식 (Passive Ultrasonic Irrigation, PUI)으

로 이용된다. 하지만 초음파를 활용한 기존 치과 치료용 기기들은 금속 침

의 첨단 부분에 초음파 진동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점(1)으로 인해 불완전한

근관 세정 능력을 보인다.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통해 오염 입자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음파장이 액체 매질을 지날 때, 주기적인 압력 변동 중 압력이 낮은

지점에서 액체 내부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는 용출되어 기포를 형성

(cavitation)하게 되고, 생성된 기포는 음파의 압력 변동 주기에 따라 진동

한다. 이러한 기포의 진동은 주변 액체와 상호작용하여 기포 주변 물체에

물리적인 힘을 발생시킨다(2). 진동하는 기포에 의한 세정 능력은 수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3).

초음파에 의한 오염 입자 제거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음파가 액체 매질을 따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음파의 압력 구배에 의

해 세정 효과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이론(4)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압력 구배

에 의해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오염 입자에 가해지는 세정력은 초

음파에 의해 진동하는 기포로부터 가해지는 힘에 비해 그 크기가 훨씬 작

다는 점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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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입자의 세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초음파 기포의 거동이 음파 음원으

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음

파 기포의 세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였고, 이를 치아 근관

내 세균의 부착력과 비교하여 세정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근관 충전을 통한 근관 밀폐 과정 또한 세정이 완료된 빈 근

관에 충전 물질을 채워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세균의 증식을 막아 치아 근

관 치료의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근관 충전

물질로써 근관 폐쇄 능력, 생물학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근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가 충전 물질로써 널리 이용된다(7). 하지만 충전

물질의 높은 점도와 치아 근관의 복잡하고 좁은 형상으로 인해 기존의 주

사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한 충전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8).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치과용 MTA의 성질이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하다는 점(9)을 착안하

여 시멘트 현탁액을 통해 근관 충전 물질을 모사하였다. 또한 시멘트 현탁

액 내 입자간의 결합력과 초음파 기포가 가하는 힘을 이론적으로 비교하였

고, 초음파를 인가하였을 때 현탁액의 점도 변화를 측정하여 충전 과정에

서 초음파를 인가하였을 때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전 물질

의 응고과정에서 내부 입자들은 결정구조의 그레인을 형성하며 응고하는

데, 응고가 완전히 진행된 후 그레인 사이에 존재하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

기의 공동 (cavity)이 형성될 수 있다. 충전 물질을 통해 근관을 완벽히 밀

폐시키지 못하고 공동이 존재하게 되면 근관 내 제거되지 못한 세균은 내

벽에 존재하는 세관 (tubules)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인가 하에 근관 내에 주입된 충전물질의 응고 후 단면

을 관찰하여 초음파가 응고 후 충전 물질의 공동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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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2.1 근관 세정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치아 근관은 수백 마이크로 직경의 좁은 형상으로 인하여 현재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UI 방식으로는 그 세정 효과를 보장하기 힘든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Fig. 2.1b

와 같이 실험 장치를 구상하였다. 외부에 연결된 가압 펌프 (한일펌프,

HIE1-1501-B)를 통해 초음파를 인가받는 수조에 물을 공급하고 수조 내부

에서 초음파 발진기 (Hielcher, UP400S)로부터 세정에 이용되는 물은 초음

파 장에 노출된다. 마지막으로 수조에 담겨진 물은 노즐을 통해 분사되어,

초음파를 인가한 젯이 Fig. 2.1c의 오염 물질에 작용하게 된다.

세정 실험에 이용한 초음파 발진기는 음파의 압력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혼타입으로 제작되었으며 주파수는 20 kHz, 최대 출력 400 W의 성능을

가진다. 또한 치과 임상에서는 일반적인 세정액으로 NaOCl 5% 수용액이

사용되지만, 본 세정 실험의 목표는 강염기에 내성이 강한 E.faecalis (Fig.

2.1d)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화학적인 효과를 배제한 물리적인 세정력을

확인하기 위해 세정액으로써 물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치아 근관 시편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좁은 근관

형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글라스를 이용해 내부 채널의 두께를 구

현하였고, 시편 내부에는 Fig. 2.1d의 치아 내 세균을 모사하기 위하여

Fig. 2.1c와 같이 1 μm 지름의 폴리스티렌 입자 (Life Technologies, PSL

1μm)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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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hematic of (a) root canal cleaning experimental setup and (b)

ultrasonic root canal cleaning device and microscopic images of (c) PSL

particles and (d) E.fae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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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에 작용하는 초음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파의 압력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였다. Fig. 2.2와 같이 수조에 물을

채운 뒤 수중 하이드로폰 (Precision Acoustic, HPM1/1)을 이용하여 수조

내 공간상에서 초음파의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초음파에 의해 발

생된 기포의 운동이 음파 압력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공 펌프 (Vacuumer, VOP-100)를 활용하여 용해된 기체를 제거해 기포

의 발생을 억제하였다.

다음으로 공간 상에서 음파 압력 변화에 따른 초음파 진동 기포의 거동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 (Photron, SA1.1)를 이용하였다. 20 kHz

의 주기의 초음파 진동자를 실험에 사용하므로 초당 40000 장을 촬영하도

록 설정하여 한 주기 내에 약 2장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오염물 제거 분석 방법은 앞서 진행한 세정 실험 후 시편에 남아있는

PSL 입자를 현미경 (Olympus, BX51M)을 사용하여 관측하였다. 제거 효

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편 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세정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야 하므로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을 사전에 표시하였다. 현미

경 촬영을 통해 얻은 세정 전후의 이미지는 상용 프로그램 MATLAB을

활용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거친다.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 전 이미

지 (Fig. 2.3a)의 각각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명도를 인식하여 일정 명도

이상의 픽셀은 명도 0 (검은색)으로, 이하의 픽셀은 명도 255 (흰색)으로

인출되도록 하였다.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 후의 이미지는 Fig. 2.3b와 같고,

오염 입자가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 픽셀의 수를 통해 오염도를 측정하였

다.

위와 같은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입자 제거 효율 (Particle

Removal Efficiency, PRE)는 세정 실험 전의 오염 입자 수에 대한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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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의 오염 입자 수의 비로 수할 수 있고 식은 다음과 같다.

 

 
×   (2.1)

위 식에서 은 세정 실험 전의 흰색 픽셀의 수를 나타내고, 는

세정 실험 후의 흰색 픽셀의 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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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of acoustic pressure measurement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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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Images of PSL particles on slide glass (a) before image processing

(b) after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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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관 충전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치아 근관 충전 과정은 근관 세정 후 빈 근관에 추가적인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되며,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물질인

MTA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방사선 비투과성

성질을 위해 bismuth oxide 등이 4:1 비율로 첨가되어, 충전 물질 MTA는

시멘트 반죽과 화학적인 성질 및 응고 메커니즘이 유사하다고 선행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근관 충전 물질을 모사

한 시멘트 반죽에 초음파가 인가됐을 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2.4

와 같은 실험을 구상하였다. 실제 충전 물질의 점도인 1500 cP의 점도를

맞추기 위하여 칼슘 실리케이트 입자를 물에 60 wt% 비율로 희석하였다.

수조 내 시멘트 반죽에 초음파 발진기 (Hielcher, UP400S)를 통해 초음파

를 인가하고 동시에 점도계 (Brookfield viscometer, LP-22)를 이용하여 물

질의 점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실제 치아 형상을 가진 시편 내에 충전 물질이 초음파 유무에 따라

어떻게 충전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2.5에서와 같이 실험을 진행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상용화된 근관 충전 MTA (MARUCHI, Endoseal

MTA)를 충전 물질로 이용하였으며, 실제 근관 형상을 가진 치아 시편

(DiaDent, Endo training blocks)에 충전하였다. 실험 후 초음파 인가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아 시편을 절단한 후 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단면을 촬영하였다.

촬영한 단면 이미지는 앞서 세정 효율 산출 과정에서 이용한 이미지 프로

세싱 방법을 Fig. 2.6과 같이 적용하였으며, 단면에 존재하는 공동 (cavity)

은 명도 255 (흰색)로 변환되어 공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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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chematic of viscosity measurement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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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Images of (a) dental filling experimental setup and (b)

ejection/suction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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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EM images of MTA filling material (a) before image processing

(b) after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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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관 세정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오염 입자의 부착력

치아 근관 세정 과정에서 강염기에 대한 내성이 강해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제거되지 않고 근관 벽에 부착되어 남아있는 Enterococcus faecalis와

같은 세균이 존재한다(11). 타원체 (spheroid) 형상으로 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가지며, 상아질 상의 주변 액체가 물일 경우 ×  의 부착

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비슷한 수준의 부착력을 모사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슬라이드 글라스 표면 위에 PSL 미세 입자를 도포시

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수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가 표면에 부착되는 것은

반데르발스 힘에 의존하고, PSL 입자는 부착 시 구형을 유지하지 않고 일

그러지게 되어 접촉반지름, 를 갖게 되어 부착력 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된다(13).

  






 

  (3.1)

여기서 는 Hamaker 상수로서 입자의 표면 및 접촉면의 성질, 주변 매질

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 PSL 입자가 물속에서 유리 표면 위에 부착되

었을 때, 그 값은 × 로 알려져 있다(13). 또한 입자의 접촉 반지름은

입자의 표면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4).

  










(3.2)

실험에 사용된 1 μm PSL 입자의 경우 유리 표면에서 × 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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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고, 이 값은 근관 내벽에 부착된 세균의 부착력에 비해 충분

히 강하므로 PSL 입자가 효과적으로 세정이 된다면 세균을 이용한 세정

실험에서도 유효성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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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음파 압력에 따른 기포의 거동

음파는 비감쇠 매질 (nonattenuation fluid) 상의 일정거리,  이상의 far

field에서 음원으로부터 축방향 거리,  에 반비례하여 식 3.2과 같이 압력

이 변하게 된다(15). 수중 하이드로폰을 이용한 음파의 압력 측정 결과는

Fig. 3.1과 같다.

  

 (3.1)

  







 (3.2)

위와 같이 축방향 거리에 따른 음파 압력의 변화는 기포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액체 매질에서 공동 (cavitation)형상으로 생성된 미세 기포는

주변 매질의 압력 변화 주기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게 되고 기포의 크기는

계면에서의 압력차인 라플라스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식 3.3에서 음파 압

력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의 라플라스 압력 차이는 식 3.4와 같이 정리

할 수 있고, 테일러 급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식 3.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3.2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기포의 진동폭은 음파의 압력 변화와

같이 축방향 거리,  에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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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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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lot of experimental results of acoustic pressure along the axi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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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lot of experimental results of bubble oscillation amplitude under

ultrasonic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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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자의 부착력과 기포의 세정력이 이루는 힘의 평형은 Fig. 3.3a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기포의 진동에 의한 세정 토크는 다음과 같다(5). 기포

가 진동할 때, 주변의 유체는 숙도 분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속도 분포는

식 3.7과 같은 압력 구배를 유도하여 기포 주변의 입자는 이 압력 구배에

의해 힘을 받게 된다.

 ∼ 
  (3.6)

 ∼   ∼ 
 



∆
(3.7)

 ∼








∆ 


(3.8)

앞서 도출한 식 3.5의 기포 진동폭과 음원으로부터 축방향 거리의 관계식

을 대입하여 기포 주변에 PSL 입자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 ∼) 초음

파 기포의 세정 토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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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 Force balance of removal torque () and adhesion torque ()

for a single PSL particle and (b) plot of the torques along the axi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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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정 효율 분석

세정력의 변화에 따른 입자 제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치아 근관 시

편에서의 세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Fig. 3.4a와 같다.

식 3.9의 이론분석 결과, 음원으로부터 축방향 거리가 증가할수록 초음파

기포의 세정 토크는 그에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5 mm 간격으로 시편의 세정 전후 이미지를 촬영

하였으며, 축방향 거리가 증가할수록 세정 효율은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식 3.5에서 초음파로 인한 매질의 주기적인 압력차,  또

한 기포의 진동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음파의 압력이 감소할수록 세정

효율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낸 것은 Fig.

3.4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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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a) Particle removal efficiency of PSL particles on slide glass and

(b) plot of PRE measurement along the axial length and ultrasonic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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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관 충전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충전 물질 내 입자간 결합력

근관 충전 물질 MTA를 모사한 시멘트 반죽은 수 마이크로미터의 입자

가 밀하게 포함된 콜로이달 젤 형태의 액체로서 내부 입자인 칼슘 실리케

이트 수화물 (Calcium Silicate Hydrate, CSH) 사이의 반데르발스 힘에 의

한 결합으로 그 점도가 결정되며(16), 식은 다음과 같다.

  







(3.10)

여기서 는 CSH 입자간 Hamaker 상수를 나타내며, 선행연구를 통해 구

해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17). 또한 CSH 입자는 구형

으로 가정할 수 있고 50 nm의 반지름, 을 가진다(16). 결과적으로 근관

충전 물질 모사 시멘트 반죽 내 입자간 결합력은 의 값을 갖고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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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 adhesion properties

Hamaker constant between CSH,  () × 

Radius of CSH particle,  (m) × 

Interparticle adhesion force,  () × 

Table 1 Hamaker constant, radius and interparticle adhesion force of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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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초음파에 의한 충전 물질의 점도 변화

임상에서 이용되는 근관 충전 물질 MTA는 1500 cP의 높은 점도로 인

해 수백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좁은 근관에 주입시키는데 큰 유동 저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전 물질에 초음파를 인가함으로써 충전

물질 내 입자간 결합을 분해하여 보다 원활히 충전 물질을 근관 내에 주입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이론 분석을 통해 초음파에 의한 점도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자간 결합력과 초음파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이 이루는 힘의 평형을 Fig. 4.1와 같이 나타내었다. 또한 초음파에 의

한 점도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응고 메커니즘 및 화학

적 성질이 유사한 시멘트 반죽에 초음파를 인가했을 때 점도 변화를 시간

에 따라 측정하였고, 결과는 Fig.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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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Force balance of interparticle adhesion force and pressure gradient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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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반죽에 초음파를 인가했을 때 매질에 공동 현상으로 인해 압력이

낮은 주기에서 미세 기포가 생성될 수 있고, 이 기포가 초음파 주기로 기

포가 왕복운동을 하며 기포로부터의 거리, 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매질의

유동을 유발하고 이 속도분포는 식 3.11과 같은 압력구배를 유발하게 된다.


 ∼


  ∼

 


(3.11)

따라서 CSH 입자는 기포 유동에 의한 압력 구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12)

여기서 기포의 반지름, 은 음파에 대한 공진을 일으켜 기포가 가장 활발

한 운동성을 가질 수 있는 공진 반지름,    만큼의 크기를 갖

는다고 가정하였으며, 는 단열지수, 는 대기압, 는 유체의 밀도를 의미

한다. 20 kHz의 초음파장 내에서 기포의 공진 반지름, 는 약 80 μm의

크기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계산된 초음파 기포가 가하는 힘, 의 크기는

× 으로 Table 1에서 제시된 CSH 입자간 결합력을 극복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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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xperimental results of viscosity measurement without ultrasonic

(●) and under ultrason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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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충전 후 물질의 응고상태 분석

근관 충전 물질 MTA는 응고 과정에서 내부 CSH 입자간 결합으로 결

정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결정들은 성장하여 그레인을 형성한다. 따

라서 충전 물질이 완전히 응고한 후 그레인 사이에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

의 공동 (cavity)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유무에 따라 응

고 후 충전 물질의 내부에 형성된 공동의 이미지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Fig. 4.3과 같이 촬영하였다. 또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공동의 밀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4.4와 같다.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초음파를 인가하며 근관 내에 충전 물

질을 주입했을 때, 단면에 존재하는 공동의 밀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충전 물질의 응고 과정에서 초음파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받게 되고 내부의 CSH 입자들이 결정화 (crystallization)를 방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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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Images of dental filling material MTA (a) without ultrasonic (b)

under ultr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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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avity area measurement without ultrasonic and under ultr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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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매질에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치

아 근관 치료에 적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근관 세정 및 충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론 분석을 통해 초음파 기포의 세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도출하였고, 관련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유변성 액체

인 근관 충전 물질인 MTA를 시멘트 반죽을 통해 모사하여 초음파를 인가

했을 때 나타나는 점도 변화를 관찰하여 근관 충전 과정에서 충전 물질의

높은 점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응고 후 충전 물질의 절단 단면을 관찰함으로써 초음파가 충전

물질의 유동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근관 밀폐 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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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ultrasonic device
for Endodontic treatment

DoHyun Ju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oot canal treatment is a procedure for preserving natural teeth

infected with bacteria, and it consists of three stages: root canal

formation, root canal cleaning, and root canal filling. In particular, root

canal cleaning and filling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step for a

successful endodontic treatment by removing infectious canal tissue and

preventing reinfection. It has been proposed that a chemical method of

dissolving bacteria by injecting a strong basic liquid, 5% NaOCl as a

conventional treatment method or a physical method of applying

ultrasonic energy to a bacterium by inserting a ultrasonically vibrating

cannula. However, because of the presence of alkaliphile microbe,

Enterococcus faecalis in the root canal, the conventional root canal

cleaning protocol has a limitation to clean perfectly. In addition, due to

the high viscosity of the filling material, mineral trioxide aggregate

(MTA) and the complicated and narrow shape of the root canal,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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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limitation in complete filling of the root canal with the conventional

injection method.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endodontic treatment

devices that injects ultrasonic jet into the root canal, focusing on the

fact that ultrasonic waves are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 cleaning process. In addition, to understand the physical

phenomena of ultrasonic wave propagation in liquid medium, the devices

were used for preclinical experiments of root canal cleaning and root

canal filling.

Keywords: Ultrasonics, Endodontic treatment, Root canal cleaning, Root

canal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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