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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 밀폐는 근관 치료의 최종적 단계에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치료 단계이다. 근관 밀폐술의 목적은
세균적 밀폐이어야 한다. 세균의 침투를 막으려면 gutta-percha 와 sealer 사이의 계면에서 공간이 발생
되면 안되고 그 접촉면에서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한다. 단순한 hermetic sealing 만으로는 세균적 밀폐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되는 MTA sealer의 주성분은 수경성 칼슘 실리케이트이다. 무기질 binder이다.현재 임상에서
사용하는 guttapercha의 주성분은 유기질 polymer이다. 유기질 filling material과 무기질 sealing
material의 화학적 결합에대하여 과학적인 연구들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세균적 밀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특히 gutta-percha 중심의 모든 근관 밀폐술의 심각한
약점은 coronal microleakage이다.
Apical 1/3 지역은 과수분, 산성 조건, 혈당 성분 조건이다. 느슨하게 주입된 MTA가 경화 될 수 없는
조건이다. 따라서 Apical percolation 가능성이 올라간다.
Coronal 1/3 지역은 근관 밀폐가 되어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gutta-percha 중심의 근관 밀폐치료
후 바로 타액 내 세균에 노출되어 세균 침투가 발생된다.
Pilot study는 I, II 계면에 대한 SEM 및 EDS 연구 내용이다.
I. Interfacial surfaces Study of MTA sealer to gutta-percha
II. Interfacial surfaces Study of MTA sealer to denti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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