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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 Tae-Sik D.D.S., M.S.D....
                    Advisor : Prof. Lee, Sang-ho, D.D.S., M.S.D., Ph. D.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mechanical and acid treatment on enamel surfaces for the reten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s and evaluate the presence of a prismless layer. 
The etch pattern produced on enamel from immature and mature premolar
teeth extracted with varying period of acid etching using 37% phosphoric 
acid was examined using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The composition of each groups was evaluated using an energy dispersive 
x-ray(EDX) spectroscopy.
  The result of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rismless layer was commonly observed on the fissure enamel in      
young and mature premolar. 

2.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icro-structure and etching pattern on   
fissure enamel between the young and the mature premolar.



3. The most effective etching pattern for reten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 was observed in 60 seconds of etching time and no apparent   
difference of etching pattern was found among 15, 30, and 45 seconds  
of etching time which showed non-retentive etching patterns.

4. The etching pattern obtained by grinding enamel surface with bur      
followed by 60 seconds of etching was similar to that of 60 seconds  
of etching without any pretreatment of fissure surface.

5. Type 2 etching pattern was commonly found on fissure enamel in both  
young and mature premolar.

6. The calcium content and P/Ca ratio in fissure enamel between the      
young and the mature premola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But content of calcium, phosphate and P/Ca ratio on various regions of  
fissure enamel in both young and mature premolar did not showed any  
difference. 

  Based on these results, prismless layer may negatively influence the 
reten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s. Therefore, the mechanical removal 
of the prismless layer by grinding prior to etching or by prolonged 
etching time of enamel within the fissure system should result in an 
improved bonding of a pit and fissure sealant. 



I.서 론

  치아 교합면 소와 및 열구는 구조적으로 음식물 잔사, 치태 및 세균의 저장
소 역할을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이 가장 발병되기 쉬운 부위로 잇솔질 등 물리
적인 방법으로 깨끗이 닦기 어렵고 불소도포도 평활면에서와 같이 효과가 크
지 않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이와 같은 좁고 깊은 소와 및 열구를 인위적으로 폐쇄해 
줌으로써 교합면 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재까지 어린이들에 
있어 구치부 치아우식증의 이환율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38,45,46). 
  1955년 Buonocore5)가 레진과 치질의 접착을 증가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법
랑질의 산부식을 제안한 이후 치면열구전색제는 더욱 유지력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 재료의 발달과 더불어 소와 및 열구 세척법(prophylaxis)5,7,13,23), 치아
절제술(odontoplasty) 등11,17,20)의 치면열구전색 관련 임상기술의 발달로 임상
적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치면열구전색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질과 전색제사이
의 결합정도에 따른 유지력인데, Taylor와 Gwinnet49)은 유지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소와 및 열구의 기하학적 형태, 열구 내 유기물 잔사의 존재여
부, 전색제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언급하였으며 Gwinnett 등21)은 적절한 유
지력을 얻기 위해서는 열구내의 적절한 세척, 시술 중 타액에 의한 오염방지 
등을 통해 산부식 효과를 충분히 이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Garcia- 
Godoy와 Gwinnett19)는 전색제의 유지력을 위해 열구내의 산부식 면적을 증
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산부식 액을 깊이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산부식 액을 열구내로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Brown과 Barkmeier 등4)은 점도가 낮은 액상형의 부식액도 그 침투 효과는 



젤 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Bottenberg 등2)은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산 부식액은 열구 깊이의 17%를 넘어 침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극복
하는 방법으로 산부식 액에 계면활성제의 첨가를 제안하였다. 또한 Tadokoro 
등48)은 산부식 액의 침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도포 시 초음파 스케일러로 
미세한 진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산부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구 내 유기
물잔사가 충분히 제거되어 산부식 액의 침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9,29). 이와 같은 연구, 보고를 근거로 근래에는 열구 내 유
기물 잔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면세마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3,36).   
  법랑질 산부식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 산에 저항성이 큰 
prismless enamel의 존재이다40,51). Prismless enamel은 주로 유치의 평할면
과 교합면에 그리고 영구치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치경부의 평할면에 존재한
다고 알려져 있으나32,41), 1977년 Ooya37)가 소구치와 대구치의 교합면 열구에
서 prismles enamel을 관찰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후 2001년 Burrow 
등7)이 영구치 교합면 열구 내에 산부식을 시행한 결과 열구 벽과 기저부의 
일부에서 산부식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는 산에 대해 저
항성이 큰 prismless enamel의 존재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교
합면 열구 내 법랑질의 prismless enamel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연구
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열구를 구성하고 있는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연구도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면열구전색제의 접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합면 열
구 법랑질의 산부식 형태, 그리고 산부식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rismless enamel의 존재 여부 및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Ⅱ.실험 재료 및 방법

1.실험재료

  발거된 사람의 소구치 중 steroscope상에서 교합면 소와 및 열구에 우식이
나 결함이 없는 건전한 소구치를 대상으로 이중 치근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 소구치 100개, 치근단이 폐쇄된 완전히 성숙된 소구치 100개 등 총 
200개의 소구치를 선정하였다.  

2.실험 방법

  1) 교합면 열구 법랑질의 주사전자현미경(SEM) 관찰
  (1) 열구의 표면 관찰
  치근단이 완성되지 않은 30개의 미성숙 소구치와 치근단이 완성된 30개의 
성숙된 소구치를 선정하여 열구를 따라 횡으로 절단하였다(Fig. 1).

Base of
fissure

Orifice

Cut
Base of
fissure

Orifice

Cut

  Fig. 1. Sample preparation for observation of fissure surface.
   
  절단되어 노출된 열구 표면을 pumice와 rubber cup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
은 후 5% NaOCl과 물이 저장된 초음파 세척기에 각각 10분 씩 담구어 세척, 



건조하여 유기물 잔사를 완전히 제거하였다. 산부식을 하지 않은 미성숙 소구
치와 완전히 성숙된 소구치 10개씩을 대조군으로 하고 산부식을 각각 15초, 
30초 45초, 60초로 시행한 군을 실험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산 부식은 37%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 산부식 액(ScotchbondTM Etchant, 
3M ESPE, U.S.A.)을 사용하였으며 부식 후 흐르는 물로 15초간 세척하고 압
축공기를 사용하여 건조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을 2kV와 20mA의 전압과 4✕10-2 
bar/pa의 진공상태에서 금도금 처리(PS-1200, ParaOne, Korea)를 시행하였
다. 각 시편은 주사전자현미경(XL30 SERIES, Philips Electronic Instruments 
Inc, USA)하에 관찰하였다. 열구는 입구(orifice), 벽(wall), 기저부(Base)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samples according to the type of tooth and the 
         method of treatment  

Group Type of 
tooth  Method of treatment   # of 

 samples
 Control Young  No treatment 10

Mature  No treatment 10

 Experimental

Young  Acid etching - 15sec 10
Mature  Acid etching - 15sec 10
Young  Acid etching - 30sec 10
Mature  Acid etching - 30sec 10
Young  Acid etching - 45sec 10
Mature  Acid etching - 45sec 10
Young  Acid etching - 60sec 10
Mature  Acid etching - 60sec 10

  (2) 열구의 단면 관찰
  치근단이 완성되지 않은 14개의 미성숙 소구치와 치근단이 완성된 14개의 
성숙된 소구치를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열구내 유기물 잔사를 제거하기 



위해 Juhl24이 제안한 방법에 의거해 먼저 pumice와 rubber cup을 사용하여 
교합면과 열구를 깨끗이 닦은 후 5% NaOCl과 물이 저장된 초음파 세척기에 
각각 10분 씩 담구어 세척하였다. 다음 열구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
하여 시편을 다시 5% NaOCl과 물이 저장된 vaccuum tank에 각각 30분씩 위
치시킨 후 세척, 건조하였다. 이중 미성숙된 소구치 4개와 성숙된 소구치 4개
를 선택하여 37% 인산으로 산부식 후 치면열구전색제(ClinproⓇ, 3M ESPE, 
U.S.A.)를 도포하고 LED 광중합기(Elipar Freelight 2TM, 3M ESPE, U.S.A.)
를 사용하여 10초간 광중합 하였다. 다음 Low speed diamond wheel 
saw(Model 650, South Bay Tech., USA)를 이용하여 치아를 협설면으로 절
단하고(Fig. 2) 시편을 연마지에 연마하여 단면을 매끄럽게 후 17% EDTA로 
10초간 부식시킨 후 흐르는 물로 15초간 세척하고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건조
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CutCut

Fig. 2. Sample preparation for observing the cross sectional view of fissure.

 2) 교합면 열구 법랑질의 화학적 성분 분석
  치근단이 완성되지 않은 36개의 미성숙 소구치와 치근단이 완성된 36개의 
성숙된 소구치를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열구의 단면을 관찰하기 위한 시
편을 제작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합면 열구내의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치아를 협설면으로 절단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600-grid silicone carbide 
paper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다시 6 μm, 3 μm, 1 μm diamond 
abrasive를 사용하여 최종 연마하였다. Energy Dispersive X-ray(EDX) 
spectroscopy (Philips XL30 FEG-ESEM, Philips Electronic Instruments 
Inc, USA)를 사용하여 15 KV에서 50μs의 증폭시간(amplication time), 125 
ev의 해상도로 Ca과 P의 무게 비(Wt %)를 측정하였다. 성분 분석은 열구 내
면의 최표층을 대상으로 열구의 입구, 벽, 그리고 기저부의 3 부위를 측정하
였으며 각 부위당 3 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과 T-test를 시행하였다.



Ⅲ.실험성적

1) 교합면 열구 법랑질 표면의 미세구조 및 산부식 형태
  (1) 열구의 표면 
  치아를 열구를 따라 종단으로 절단하여 관찰한 결과 소와는 열구보다 더 깊
게 함몰되어 있었고 열구의 기저부는 높낮이가 매우 불규칙하였다(Fig. 3). 
소구치의 교합면 법랑질은 주파선조(perikymata)를 따라 파상적으로 법랑소
주의 말단부가 함몰된 양상을 보이고 미세공과 집소공이 관찰된다(Fig. 4).
  열구 입구의 법랑질의 경우 미약한 법랑소주 말단의 함몰과 미세공(micro 
pore),그리고 원추형 함몰의 집소공(focal hole) 등이 부분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5).  
  열구의 벽과 기저부는 입구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
파선조가 확실히 관찰되지 않고 법랑소주 말단의 함몰도 입구처럼 선명하게 
관찰되지 않았다(Fig. 6).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된 영구치간의 표면 미세구조
상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숙된 소구치 열구의 입구는 15초와 30초 산부식 결과 법랑질 표면이 충
분히 부식되지 않았으며(Fig. 7, 8). 60초의 경우 완전한 산 부식 상을 보였
다(Fig. 9). Silverstone44)에 의해 분류된 제 2형 산 부식상이 주로 관찰되었
다(Fig. 7, 8, 9).
  미성숙된 영구치의 열구 입구 역시 15초, 30초의 산부식에서 충분한 부식
이 관찰되지 않았으며(Fig. 10, 11, 12) 60초의 경우 완전한 산 부식 상을 보
였다(Fig. 13). 제 1형 및 제 2형 산부식상이 모두 관찰되었으나 제 2부식상
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된 영구치 열구의 벽에서의 산부식 상의 차이는 없었
으며 열구 입구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식된 면과 부식이 



잘 이루어 지지 않은 prismless enamel의 차이는 열구 입구에 비해 좀 더 명
확히 관찰되었다(Fig. 14, 15, 16). Prismless enamel이 두껍게 덥힌 일부 법
랑질 표면에서는 45초간 산부식을 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식상이 잘 관찰
되지 않았다(Fig. 17). 그러나 bur를 사용하여 법랑질 최표면을 제거한 경우 
30초 산부식 시간에서도 완전한 산부식상이 관찰되었다(Fig. 18).   
  열구의 기저부 역시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된 영구치 사이의 산 부식상의 차
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열구의 입구나 벽에 비해 prismless enamel의 
양이 많아 전형적인 산부식 양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15, 30초에서는 단지 도
드라짐(embossment)의 양상만 관찰되었다(Fig. 19, 20). 기저부에서는 
prismless enamel이 존재하는 곳과 존재하지 않는 곳의 산 부식 양상이 뚜렷
이 다름이 관찰되었다. Bur로 표면을 삭제한 후 산부식을 30초간 시행한 경우
전형적인 제 1형의 산부식 양상이 관찰되었으며(Fig. 21), 오히려 표면을 제
거하지 않은 45초, 60초보다 부식의 양상이 뚜렷하였다(Fig. 22, 23). 
 (2) 열구의 단면 
  열구의 표면을 따라 prismless enalmel이 존재하며 두께는 10μm부터 50μm
까지 다양하였으며 기저부로 갈수록 prismless enamel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24).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된 영구치 간에 prismless enamel의 
부위별 분포 양상과 두께에 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5). 
  산부식 후 치면열구전색제를 침투시켜 광 중합시킨 경우 prismless enamel
의 존재로 인한 불충분한 산부식 때문에 레진과 열구 표면사이가 접착되지 않
고 틈이 발생하는 양상이 여러 시편에서 관찰되었다(Fig. 26).  

2) 교합면 열구 법랑질의 화학적 성분 분석
  미성숙 소구치의 열구 법랑질 내의 인과 칼슘은 각각 17.7 Wt. %, 38.1 
Wt. %로 나타났으며 성숙된 소구치는 인은 17.3 Wt. %, 칼슘은 40.4 Wt. %
로 나타났다(Table 2, 3). 성숙된 소구치에서 칼슘의 무게 비가 미성숙된 소



구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Table 
4). P/Ca의 비는 미성숙 소구치에서 0.47, 성숙된 소구치에서 0.43으로 미성
숙된 소구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Table 4).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hosphorus and calcium elements in     
         young premolar.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Phosphorus element   36  12.99  20.44  17.78  1.14
 Calcium element   36  25.35  49.36  38.12  4.99
 P/Ca   36  .40  .56  .4724  .051
 Valid N(listwise)   36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hosphorus and calcium elements in     
         mature premolar.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Phosphorus element   36  13.23  19.89  17.31  1.32
 Calcium element   36  30.67  47.50  40.43  3.54
 P/Ca   36  .40  .45  .42  .012
 Valid N(listwise)   36



Table 4. Comparison of young and mature premolar for phosphorus and 
         calcium elements  

  N    Mean  Std. 
 deviation     F   Sig.

 Phosphorus element
       Young premolar
       mature premolar

  36
  36

   17.78
   17.31

   1.14
   1.32

    .90  .346
 Calcium element      
       Young premolar
       mature premolar

 
  36
  36

 
   38.12
   40.43 

   4.99
   3.54

  12.22 .001*

 P/Ca ratio       
       Young premolar
       mature premolar

  
  36
  36

     .47
     .43

    .051
    .011

 225.50 .000*

 * : Significantly difference(P<0.05)

  열구 내 부위별에 따른 칼슘과 인의 무게 비, 그리고 P/Ca 비는 미성숙 영구
치와 성숙된 영구치에서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6)  
Table 5. Comparison of orifice, wall, and base of fissure for phosphorus   
         and calcium elements in young premolar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hosphorus element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1.246
   59.280
   60.526

  2
 33
 35

   .623
  1.796 .347 .710

 Calcium element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6.918
  432.695
  439.613

  2
 33
 35

  3.459
 13.112 .264 .770

 P/Ca ratio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000
     .005
     .005

  2
 33
 35

   .000
   .000 .025 .975



Table 6. Comparison of orifice, wall, and base of fissure for phosphorus   
         and calcium elements in mature premolar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Phosphorus element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1.532
   64.651
   64.789

  2
 33
 35

   .732
  1.496  .198  .821

 Calcium element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6.476
  465.724
  479.203

  2
 33
 35

  2.77
 16.710  .068  .935

 P/Ca ratio         Between groups
                   Within groups
                   Total 

     .000
     .007
     .006

  2
 33
 35

   .000
   .001  .004  .995



Ⅳ.총괄 및 고안

  교합면의 소와 및 열구는 음식물 잔사가 유지되기 쉬운 구조로 교소아 및 
청소년에서 치아우식증의 60% 이상이 이 부위에서 발생한다. 이와같은 교합
면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침전물을 사용하여 열구를 폐쇄해
주는 치면열구전색법이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여러 학자들이 치면열구
전색제의 좋은 우식 예방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10,50). 최근에는 치면열구
전색 재료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이론과 임상 기술이 개발, 보급되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면열구전색제술의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뛰어남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시술 후 유지력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4,15,18,22). 
  치면열구전색제와 열구주위 혹은 내면의 법랑질과 긴밀한 접착이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교합력 혹은 저작력에 의한 스트레스, 기계적 마모, 전색제의 중
합수축이나 구강 내 온도변화에 따른 변연누출에 의해 치면열구전색제의 탈락
이나 이차우식이 유발될 수 있다1,15,26,27,42,). 
  이러한 관점에서 치면열구전색제의 열구내로의 침투와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동안 연구되어 온 열구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치면 및 열구의 세척 
방법, 산부식 방법 등 다양한 임상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3,12,16,24,25,47). 그러
나 산부식 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열구 내 법랑질의 형태 및 미세
구조 그리고 산부식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교합면 열구 법랑질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열구 입구부위는 법랑소주의 말단부가 약간 함몰되어 있으면서 집소공이나 미
세공을 보이는 전형적인 법랑질 표면을 보이고 있으나 열구 내의 법랑질은 법
랑소주 말단부의 함몰이나 주파선조(perikymata) 등의 구조가 관찰되지 않고 
매끄런 표면에 집소공과 미소공 만이 관찰되어 전형적인 교합면이나 협설면의 



법랑질 구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4, 5, 6).   
  산부식을 시행한 결과 15초, 30초에서는 미성숙 영구치, 성숙 영구치의 열
구내 모든 부위의 법랑질에서 산부식 상을 명확히 관찰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산부식에 저항성이 강한 부위는 prismless enamel로 덮여 있음
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1989년 Kodaka 등32)은 상악 유전치의 협, 설면의 경우 치경부는 80-100%
가 그리고 중앙부와 절단부에서는 50-80%가 prismless enamel로 덮여 있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구 내 법랑질의 대부분이 산에 저항성이 강한 
prismless enamel로 덮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urrow 등7)은 대구치와 소구치를 대상으로 열구의 산부식 형태를 조사한 
결과 열구 내부는 교합면에 비해 산부식이 잘 되지 않은 양상을 관찰하고 이
는 열구 내부가 prismless enamel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산
부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부식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bur를 사
용하여 열구 내부의 prismless layer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Garcia-Godoy와 Gwinnett19)는 유치 법랑질의 경우 30초간 산부식한 경우 
산호 상(coral-like)의 불완전한 부식상이 얻어지지만 diamond bur로 법랑질 
표면을 제거한 경우 전형적인 부식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역시 열구 기저부 법랑질을 30초간 산부식한 경우 산호상의 불완전한 부식상
이 관찰되었으며(Fig. 20) 표면을 bur로 제거한 경우 60초 산부식 못지 않은 
전형적인 산부식 상(Fig. 21)이 관찰되어 Garcia-Godoy와 Gwinnett19)의 보
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복합레진 수복을 위한 와동의 산부식 시간은 근래에 점점 더 짧아지는 경향
이 있으며 최근에는 15초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이 추천되고 있다. 그러나 
Marshall 등35)은 소구치와 대구치 교합면을 50% 인산을 사용하여 산부식한 
결과 30초, 60초, 75초, 90초 보다 120초 이상에서 완전한 산 부식상을 얻었
으며 따라서 기존에 제안된 산부식 상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열구내의 법랑질 표면은 15초, 30초, 45초 보다 60초에서 
더 전형적인 산부식 상이 관찰되며 치면열구전색을 위한 법랑질 표면의 산부
식 시간은 수복을 위한 와동의 산부식 과는 달리 더 긴 산부식 시간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안된 일률적인 산부식 시간 보다는 부위별, 수복 
종류별 산부식 시간의 세분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Ripa 등39)는 prismless enamel의 효율적인 산부식을 위해 산부식 시간을 
일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prismless enamel의 두께가 유치와 영구치 혹은 같은 유치나 영구치 내에서
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긴 산부식 시간은 법랑질의 손상을 유발시켜 오히려 
산부식 효과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rismless enamel의 두께는 15-30 μm으로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는데
28,30,31,39) 일반적으로 유치가 영구치에 비해 더 두껍다고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50 μm로 관찰되어 이전의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bur를 이용하여 법랑질 표층을 제거한 후 30초 산부식한 경
우 아무런 처치 없이 60초 간 부식한 경우 보다 오히려 더 명확한 부식상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열구 내 법랑질의 효율적인 산부식을 위해 산부식 시
간을 연장하는 것 보다는 열구 내 법랑질 표층을 얇게 제거한 후 산 부식을 
시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Kanemura 등26)은 self etching 
primer를 법랑질에 30초간 도포한 경우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법랑질에서
는 적절한 유지력을 얻기에 불충분한 부식 상이 관찰되었으나 표면을 기계적
으로 제거 한 경우는 32% 인산을 사용한 부식상과 유사한 상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임상에서 산부식의 효율성을 위한 법랑질 전 처치의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Prismless enamel의 화학적 조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칼슘과 인의 무게 
비와 P/Ca 비를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열구 내 법랑질은 부위에 관계
없이 미성숙 소구치는 0.47, 성숙된 소구치는 0.42로서 미성숙 된 소구치에서 



크게 나타났다(P<0.05). 이는 치아가 구강 내에 맹출 후 타액에 의해 광화되
는 기간의 차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열구 내 부위별 칼슘과 인, 그리고 P/Ca 
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열구 입구의 법랑질이 교합면 법랑질과 인접하
고 있어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경우 열구 내 법랑질
은 교합면 법랑질과 화학적 조성의 차이가 없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Kodaka 등28) 은 발거된 소구치를 대상으로 교두 근처 법랑-상아 경계부의 
법랑질의 경우 P/Ca 비가 0.48 이라 하였으며 나이 증가에 따라 Ca의 무게비
가 약간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열구 내 법랑질의 P/Ca의 무게 비
가 0.42와 0.47로 Kodaka 등28)의 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이를 일반 법
랑질과 열구 내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P/Ca의 
무게 비는 나이 뿐 아니라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prismless enamel이 많이 분포하는 열구 법랑질의 산부식 형태는 
법랑질 자체의 화학적 조성의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Prismless enamel이 산에 저항성이 강한 이유에 대해 Gwinett21)은 결정구
조가 prismatic enamel과 달리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밀도가 높기 때
문이라 하였으며 Ripa 등39)도 prismless enamel의 산 부식에 대한 큰 저항성
에 대해 법랑질의 저광화나 과광화의 차원이 아니고 법랑질 최표층에서의 결
정 배열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즉, prismless enamel의 경우 일반 법랑질에 
비해 표층에서 결정의 배열 방향이 표면에 더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배열 각의 차이가 산부식의 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랑질 표면에서의 prismless enamel의 생성에 대해 Ripa 등39) 

여러 학자들은 구강 내 맹출 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랑질 형성과정의 마
지막 단계에서의 법랑아세포의 활성도 감소로 인한 일종의 법랑소주의 형성 
부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열구는 다양한 정도의 유기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기물이 산부식 액과 레



진의 침투를 방해하여 치면열구전색을 실패로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5,47). 한편으로 레진의 침투보다는 열구내 레진의 접촉 면적과 질이 
수복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효율적인 산부식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8,34)도 있으나 임상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치면열구전색의 성패를 좌
우하는 요소라 사료된다.
  법랑질을 산부식한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흔한 형태가 
rod-core가 상실된 경우이며(제 1형 산부식 상) 다음으로 rod의 주변이 손실
된 형태이다(제 2형 산부식 상)21,44). 이는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 및 결정 구
조나 배열 등의 형태학적 차이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
다. 1967 Sharpe43)은 rod의 용해도는 다공성 경로, 결정의 배열에 따라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2형 산부식상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제 1형과 제 2형 공히 기계적 유지력을 얻기 위한 바람직한 상으
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열구 표면 법랑질의 prismless enamel 존재에 따른 산 
부식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향후 산부식 액의 종류와 농도, 그리도 
산부식 전 열구 법랑질의 연마 혹은 삭제가 산부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같은 산부식 형태가 레진과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결 론

  치면열구전색제의 접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합면 열구 법랑질의 미세
구조 및 산부식 형태, 그리고 산부식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rismless 
enamel의 존재 여부 및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을 규명하고자 소구치를 대상으
로 협설면과 근원심으로 각각 절단하여 열구내의 법랑질 표면과 산부식 형태
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고 EDX를 사용하여 법랑질의 화학적 조성을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열구내 법랑질은 대부분이 prismless enamel이 존재하였다.              
2. 미성숙 영구치와 성숙된 영구치 간의 열구내 법랑질 표면 구조 및 산부식 형태  

는 차이가 없었다. 
3. 열구 법랑질은 부위에 관계없이 60초 산부식이 15초, 30초, 45초에 비해 산부  

식 효과가 가장 컸으며 15초, 30초, 45초의  산부식 시간에서는 적절한 유지력  
을 얻을 수 있는 산부식 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4. 열구 법랑질의 표면을 기계적으로 제거한 경우는 30초의 산부식 시간에서도    
60초 산부식 시간에 못지않은 전형적인 산부식 상이 관찰되었다.

5. 산부식 형태는 주로 rod 주위가 소실된 제 2형의 산부식 상이 관찰되었다. 6. 
열구 내 법랑질의 부위별 화학적 조성의 차이는 없었으나 미성숙 영구치와 성  
숙된 영구치 사이의 칼슘/인 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교합면 열구 내 법랑질은 대부분 산에 저항성이 큰 
prismless enamel로 덮여 있어 기존에 제안된 15-30초의 산부식 시간으로는 적
절한 유지력을 얻을 수 있는 산부식 상을 형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안된 산부식 시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적절한 



산부식 상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산부식 전 bur를 사용하여 열구내 법랑질 표면
을 제거해 주는 보조적인 술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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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offigures.

Fig.  3. Longitudinal fractured section across the fissures(x34) showing   
irregular base(arrow).  

Fig.  4. Natural surface of occlusal enamel (x2000) showing rod end 
        depression and some evidence of perikymata.
Fig. 5. Orifice of fissure (x1000) showing few rod end depression.
        The micro pores and focal holes(arrow) are seen. 
Fig. 6. Wall and base of fissure (x2000) showing similar pattern to the   

orifice of fissure.
Fig. 7. Orific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15 seconds with  

37% phosphoric acid (x1000). Incomplete etching pattern without  
any retentive form is seen.

Fig. 8. Orific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30 seconds        
(x1000). Periphery of rod end was removed and some    
embossing pattern was formed.         

Fig. 9. Orific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60 seconds        
(x2000). Type 2 etching pattern of adequate retentive form was 
found. The peripheral regions of rods are removed, leaving cores 
relatively intact.

Fig. 10. Orifice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15 seconds     
(x1000). Incomplete etching pattern without any retentive form is 
seen.

Fig. 11. Orifice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30 seconds     
Key hole-like etching pattern(type 2) is seen(x2000).



Fig. 12. Orifice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30 seconds    
rod cores were removed(type 1 etching pattern)(x2000).        
Etching pattern does not show proper retentive form for         
retention of pit and fissure sealant. 

Fig. 13. Orifice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60 seconds    
(x1000.) Type 2 etching pattern of adequate retentive form was 
found. The peripheral regions of rods are removed, leaving cores 
relatively intact. 

Fig. 14. Wall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15 seconds      
(x1000). Etching patterns are hardly observed on prismless 
enamel(arrow). 

Fig. 15. Wall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30 seconds with  
(x1000). In adequate retentive pattern is formed due to          
prismless enamel(arrow) 

Fig. 16. Wall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60 seconds with  
(x1000). 

Fig. 17. Wall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 etched for 45 seconds       
(x1000). Etching pattern is not complete due to prismless 
enamel(arrow)

Fig. 18. Wall of fissure in immature premolar(x2000). Grinding of enamel  
surface(GR) with bur followed by 30 seconds etching showed    
favorable etching pattern. Prismless enamel(PL) showed the      
resistance to acid etching 

Fig. 19. Bas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15 seconds        
(x2000). The prismless enamel(PL) extended over the entire 
base of fissure.



Fig. 20. Bas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30 seconds        
(x2000). Prismless enamel(arrows) showed the resistance to    
acid etching. 

Fig. 21. Bas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grinded with bur followed by  
30 seconds etching(x2000). Type 1 etching patterns were 
observed with dissolution of rod core. 

Fig. 22. Bas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45 seconds        
(x1000). Prismless enamel(arrows) inhibited the acid etching. 

Fig. 23. Base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etched for 45 seconds        
(x2000) 

Fig. 24. Cross sectional view of fissure. Fissure surface(FS) is covered   
by prismless enamel(PL). Prismatic enamel(PM) is seen at the 
inner layer of fissure (x1000). Prismless enamel showed a 
continuous band of base from 10 to 50㎛ in the thickness 

Fig. 25. Cross sectional view of fissure in mature premolar (x1000). 
Fig. 26. Cross sectional view of fissure filled with resin sealant(x2000).  

Prismless enamel - resin interface showed significant ap due to 
inadequate bonding. The presence of a prismless layer in the 
enamel-resin interface may adversely affect the bond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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