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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브라켓의 제거방법에 따른 법랑질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학적 관찰
박 미 숙 n • 윤 영 주 2) • 김 광 원3)

도재브라켓의 제거방법에 따라 법랑질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80개의 발거된 소구치를 대상으
로 통법에 의해 도재브라켓을 부착시키고 일 주일후 각각 40개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제거군과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군으로 구분하여 도재브라켓의 제거를 유도한 후, 그 탈락양상 및 도재브라켓과 법랑질 표면의 주사전자현
미경 관찰을 시행하였으며 ,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군을 다시 각가 10개씩 고속 tungsten carbide bur에 의한
연마군, 저속 sof-lex disc에 의한 연마군，고속 resin polishing bur에 의한 연마군, 그리고 초음파 치속제거기에 의한
연마군으로 분류하여 잔여레진의 연마를 시행한 후, 잔여레진의 평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찰와이어 절단용 겸자를 이용한 도재브라켓의 기계적 제거시, 0.6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으로써 법랑
질과 레진 경계부에서 파절이 가장 빈발한 양상을 보였다 .
2) 전기열전도 방법을 이용한 도재브라켓의 제거시 2.1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으로써 브라켓과 레진 경계
부에서의 파절이 가장 빈발한 양상을 보였다.

3) 기계식 방법으로 도재브라켓의 제거시，법랑질표면의 주사현미경 관찰소견은 실험군의 7.5%에서 법랑질표면의 탈
탁과 패임 등의 손상을 보였다.
4) 잔여레진의 제거의 고속 resin polishing bur사용군에서 가장 적은 잔여레진막을 보였다.

(주요단어 : 도재보라켓 . 기계적 제거방법 , 전기 a 전도 제거방법 . 잔여리I진 )

론

다. 그러나 도재브라켓은 치료과정이나 치료가 종료
되어 장치를 제거할 때，브라켓자체의 파절 또는 법랑

1955년 Buonocore7)에 의해 법랑질을 산부식시켜
브라켓의 기계적 유지를 얻는 직접 부착술식이 보고

질 표면의 손상 등의 단점이 지적되면서 도재브라켓
의 물리적 성질11’21’27), 임상적인 적용2’3’5’22)，그리고 법

된 이래，교정분야에서는 심미적 치료룰 위한 교정장

랑질 구조에 미치는 영향2’4겨’3^40^ 에 많은 연구가 이

치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설측교정장치，플라스틱 브라켓, 도재브라켓 등이 소

루어졌다, 전통적인 금속브라켓의 제거시，그 파괴양

개되었는데, 특히 도재브라켓은 플라스틱브라켓의 변

상은 브라켓과 레진 경계부의 접착제 파괴，레진부분
의 파괴, 브라켓자체 변형 등을 보이지만5
도재브

형，변색과 같은 단점을 보완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

라켓의 경우는 산부식에 의한 법랑질과 레진의 기계
적 결합력보다 도재브라켓 기저부와 레진의 화학적

” 조선대학I I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기계적 결합력 증가로 브라켓 제거시 그 파괴부위가

2)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전임강사
3) 조선대학IE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부교수

법랑질과 레진 경계부에 빈발하며 그 결과，법랑질 표
면에 손상 빈도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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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재료 및 방법

도재브라켓은 다결정형 또는 단절정형 산화 알루
미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Kusy등211은 도재브라켓
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그 표면에는 불규칙

1)

연 구 재 료

한 형태의 다공이 존재하여 거칠다는 것과 다결정체
입자 사이 의 결합이 매우 약해 입자간 파절이 빈발함
을 보고하였다. 도한 도재브라켓 파절과 관련된 다른

청소년기 환자에서 교정치료를 위해 발거한 소구
치 80개를 본 연구의 연구재료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요소로 표면의 미세한 긁힘과 균열을 들었다. 이는 도

을 우식병소나 충전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전한 법랑

재브라켓이 쉽게 파절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교정용

질 표면을 지닌 것들로 한정되었고 발거 즉시 0.1%

선재의 조정이나 결찰, 저작력，교합력에 의해 발생된

Thymol 용액에 보관하여 탈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응력도 균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40개는 기계적 방법에 제거를 위한 실험군으로 나머

도재브라켓의 제거시，그 파절양상은 레진과 법랑
질 경계부의 파절이외에도 브라켓자체의 파절，레진

지 40개는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를 위한 실험
군으로 분류하였다.

내부의 파절，법랑질표면의 파절，브라켓과 레진 경계
부의 파절 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랑질표면 처리

2)

방법7’12’⑤，산부식시간19\ 레진의 종류8’24’281，도재브라
켸 익 유지 예:
제 湖 ᄀ리 크 제거 방 베 3그
7,2o’32’3ぬ5끼，
37,

1. 도재브라켓 부착

연 구 방 법

⑵등에 의해 영향받는다. 따라서 교정치료후 브라켓

Thymol용액에 보관되었던 표본을 불소 및 다른 첨

의 제거와 그 파절양상에 따른 치면의 잔여레진을 제

가제가 포함되지 않는 연마제와 러버컵을 이용하여

거하고 법랑질 표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문
제가 되고 있다6’8’10’14). 여러 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산으로 30초간 부식시킨 후 30초간 세척하였다. 교정

기구와 술식으로 잔여레진 제거와 법랑질표면의 평
가가 이루어졌다8’9’1^15’30’4

용 직접부착레진(no-mix typeR BISCᄋ)을 사용，제조
회사의 지시를 따라 다결정형 도재브라켓(Fascina

X_ray의해,

tion11 Dentarum)을 정확하게 위치시켜 밀접하게 적

Gwinnett등14>은 자외선 촬영법에 의해 치면 연마 후

합시킨 후 과도한 레진은 경화되기 전에 scaler로 조

에도 여전히 잔여레진막이 남아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심스럽게 제거하였다. 15분의 초기 중합후 완전한 경

이러한 잔여레진막이 남아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

화를 위해 37°C 100% 습도가 유지되는 항온기에 1주

한편

Casparsen등10'은

치면세마한 후，30초간 세척하여 건조하였다. 37% 인

에너지분산

한 잔여레진은 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지니고 있으며

일 보관하였고, 5°C에서 60°C로 1000회(2 cycle/min)

또한 타액에 의해 젖어있음으로써 거의 눈에 띄지 않

thermal cycling을 시 행하였다.

거나, 법 랑질의 용해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그 존
재여부가 임상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5’6’8\그러나

2. 기계적 방법에 의한 도재브라켓 제거
기계적 방법에 의한 도재브라켓의 제거는 40개의

치경부에 근접한 잔여레진막에는 세균에 부착하기
쉽고 변색되기 쉽다. 임상적으로 잇솔질과 같은 기계

실험군을 대상으로 결찰와이어 절단용 겸자를 법랑

적 마모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잔여레진

질과 레진 경계부에 위치시킨 후 천천히 점진적인

막이 저절로 제거되기를 기대하지만，Brobakken등6*

squeezing force를 적용하여 브라켓의 레진 접합부의

의 보고에 의하면 일정기간동안 일어나는 마모정도

파절을 유도하였으며 Stereo zoom microscope(01y-

의 관찰 결과，거대입자뿐 아니라 미세입자의 경우에
서도 거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mpus)를 이용한 관찰하에 Kinch8>의 잔여레진 부착
지수(Adhesive Remnant Index ：ARI 0 : 치면에 잔

적절한 치면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힐■수 있겠다.

여 레진이 전혀 없는 경우，ARI 1 : 치면에 잔여레진이

이에 저자는 전기열전도 방법을 통하여 도재브라

반이하 남은 경우, A RI 2 ：치면에 잔여레진이 반이상

켓을 제거함으로써 기존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법랑

남은 경우, ARI 3 : 치면 전체에 잔여레진이 남은 경

질표면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우)에 의한 탈락양상을 평가하였다.

하였으며 또한 남아 있는 잔여레진의 효과적 제거방
법을 선택하기 위해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다소
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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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도재브라켓 제거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도재브라켓의 제거는

도재브라켓의 제거 방법에 따른 법랑질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학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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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잔여레진막 평가
연마후, 치면에 대한 잔여레진막 표면적비율을 평
가하기 위해 10배율에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명
도차이에 의한 비율의 평가가 가능한 화상분석기
(Image Analyser Leco 300〉
에 입 력하여 레진 제거 후
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잔여레진막 표면적비율(%)을

구하였다.

m. 연구성적
1. 도지년라켓의 제거양상 비교
기계적 방법에 의한 제거시，분리된 위치의 52.5%
Fig 1. Ceramic debonding 니nitn (Dentarum)

는 법랑질과 레진 경계부였고 잔여레진양은 거의 없
었다. 그리고 4개의 도재브라켓자체의 파괴(10% )를
보였으며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 0.69를 보임으로써

Ceramic debonding unitR (Dentarum)를 이용하여 간

치면에 잔여 레진이 전혀 없는 경우나 반이하 남은 경

접적 전기유도에 의한 가열말단부를 브라켓 solt과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wing에 밀착시켜 열에 의해 레진이 연화되면 시계방

전기열전도 방법을 이용한 경우, 분리된 위치의

향으로의 약한 레진접합부의 파절을 유도하였으며，

80%는 레진과 브라켓 경계부였고 치면에 부착된 잔

역시 Kinch81의 잔여레진 부착지수에 의한 탈락양상

여레진양이 많았으며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 2.19를

을 평가하였다. 이때 레진 연화에 필요한 heating

보임으로써 치면에 잔여레진이 반이상 남은 경우가

cycle횟수를 기록하였다(Fig 1).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2. 법랑질표면과 탈락S 도재브라켓의 주사 전자현

주사전자현미경(JEOL，JSM840A)을 이용하여 각
군별로 법랑질표면의 손상과 도재브라켓 파절면을

미경적 소견
기계적 방법으로 제거한 경우 3개의 치아에서 법랑

관찰하였다.

질표면의 탈락과 패임이 관찰되었고(7.5%) 브라켓기

5. 연마에 의한 레진 제거

저부에 많은 양의 레진과 탈락된 법랑질이 존재하였
다(Fig 5, 6). 그리고 4개의 표본에서 브라켓기 저부는

도재브라켓의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군을

치면에 부착된 채 wing만이 파절되었다. 전기열전도

각각 10개씩 저속 tungsten carbide bur에 의 힌 연마

방법으로 제거한 경우 법랑질표면의 손상과 도재브
라켓자체의 파절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7，8).

군, 저속 sof-lex disc에 의한 연마군, 그리고 고속
resin polishing bur에 의한 연마군, 그리고 초음파 치
석제거기에 의한 연마군으로 분류하였고 법랑질손상
을 최소로 하기 위해 동일한 술자에 의해 주의깊게
시행되었다.

3. 연CU방법에 따른 잔여레진의 평가
연마방법에 따른 법랑질표면의 양상은 저속 tung
sten carbide bur 의 잔여레진을 제거하기 용이하였지

(Unit ：%)

Table 1. ARI by mechanical and electrothermal debracketing methods.
Debracketing type

ARI 0

1

mechanical

40%

52.5%

electrothermal

0%

2.5%

2

3

Mean Index

5%

2.5%

0.69%

80%

17.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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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ercentage of surface of Residual resin

Fig

5. Enamel surface mechanical de bracketing(x
23)

remnant

Fig 3. Unconditioned normal enamel surrface(><200)

Fig 6. Ceramic bracket base after mechanical debr
acketing ( x 2 5 )

Fig 4. Unconditioned manufactured ceramic brscket
base 0 2 5 )

616

Fig 7.

Enamel suface after electrothermel debr
acketing ( x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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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ermic bracket base after electrothermal de
bracketing ( x 2 5 )

Fig 9. Ceram ᄋc bracket base after residual resin
removal 니sing by t 니ngsten carbide b 니r ( x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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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eramic bracket base after resin removal
니sing by polishing b 니r (x 3 0 )

Fig 12. Ceramic bracket base after residual resin
removal by ultrasonic scaler ( x 3 0 )

만 많은 거침과 균열이 존재하였고 평균 55. 91%의
잔여레진막이 존재하였다(Fig 9). 저속 sof-lex disc
의 경우 미세한 줄무늬 형상이 존재하였고 35.85%의
매끄러운 잔여레진막의 존재하였다(Fig 10).
고속 resin polishing bur의 경우 잔여레진 제거에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미세한 열구가 존재
하였고 32.08%의 매끄러운 잔여레진막이 존재하였다
(Fig 11). 초음파 치석제거기의 경우 거침과 미세한
균열이 존재하였고 56.25%의 잔여레진막이 존재하였
으며 평균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다(Fig 12). 또한 치
면에 대한 잔여레진막의 비율을 평가한 결과，고속
resin polishing bur에 의한 연마군에서 가장 적은 잔
Fig 10. Ceramic Debonding Unit (Dentarin)

여레진막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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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의 증가，브라켓자체 파절로 인한 연하가능성，그리고
치면에 남아있는 도재제거를 위한 고속용 회전기구

성인 교정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심미성을 고려

사용을 단점 으로 지 적하였고, Theodore둥39>은 '5가지

한 도재브라켓의 사용이 널리 증가되었다. 그러나 도
재브라켓의 가장 큰 단점 인 치료과정이나 치료가 종

종류의 도재브라켓의 탈락양상을 비교하여 브라켓이
기계적 화학적으로 유지될 때 더 빈발한 법랑질표면

료되어 장치를 제거할 때 법랑질표면의 손상 및 브라
켓자체의 파절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된 바3’4’10’22) 이러

손상이 야기되었고 또한 단결정형 도재브라켓에서
브라켓자체의 파절이 더 빈발하다고 하였다.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재브라켓의 종

본 연구에서 도재브라켓을 기계적 방법으로 제거

류19’27’3 ，법 랑질표면 처리방법7’12’2구 산부식시간19\접

한 결과，0.6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으르

착레진의 종류8■24’28)，브라켓 유지방법5’27’31’39)，그리고

써 법랑질과 레진 경계부에서 분리가 가장 빈발하였

도재브라켓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

음을 나타내고 이는 도재브라켓과 레진의 결합력줄

되었는데 여기에는 브라켓 제거용 겸자 또는 결찰와

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소견은 법랑실

이어 절단용 겸자를 이용하는 기계적인 방법33’35’3® 간

표면의 손상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

접적 열전도에 의한 열전기적 방법13’29’36’® 초음파기

제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실험군의 7.5%에서

구를 이용한 방법20\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
1?’32)， 을 들 수 있 다 ^

법랑질표면의 탈락과 패임이 존재하여 선학들의 보

본 연구는 도재브라켓의 여러가지 제거방법중 기
존에 이용되어 왔던 기계적 제거방법과 비교적 최근
에 도입되었던 전기열전도방법을 이용하여 도재브라

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험군의 10%에서
도재브라켓의 wing이 파절되었다.
금속브라켓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재활용하기위 한
방법으로 열전도에 의한 전기열전도 방법이 도입되

켓을 제거한 결과 레진접착부의 탈락양상을 평가하
였으며 아울러 잔여레진의 효과적 연마방법을 찾고

면서 유도 전류에 의해 금속브라켓을 안전하고 용이

자 한 것이다.

켓은 전기적，열적 부도체이므로 간접적으로 열전기

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13’36’3^ 그러나 도재브라

또는 결찰와이어 절단용 겸자를 이용하는데 Swartz

가 전해져야 한다. PaulᅳGeorge등29>은 금속브라켓과
도재브라켓은 전기열전도 방법으로 제거한 결과 금

381는 날카로운 날을 지닌 기구를 법 랑질과 레진 경계

속브라켓경우에는 레진 연화동안 치수의 염증반응을

부에 위치시킨 후 천천히 점진적인 squeezing force

야기하지 않았고 평균소요기간은 80-120msec인 반
면, 도재브라켓경우에는 1회 이상의 열을 가한 경우

브라켓의 기계적 제거방법은 브라켓 제거용 겸자

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Samir등33)은 날이 좁
은 기구와 날이 넓은 기구를 비교하여 치면에 대해
인장력，전단력을 적용시켜 분리시 효율성과 필요한
힘의 크기를 평가하여 날이 좁은 기구가 (120kg/cm2)

치수의 염증반응，동통，브라켓자체의 파절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고 열기구의 온도가 450°C 일때 법 랑질
과 상아질 경계부의 온도는 42°C이상으로 상승되지

가 날이 넓은 기구(150kg/cm2)보다 효과적이라고 하

않는다고 하였다. Frederick등13ᅭ은 레진 안화에 필요

였다. 이에 따라 가능한 날이 좁은 기구를 브라켓 기

한 열은 레진 종류에 따라 다르고 레진 온도의 작은

저부양측，브라켓과 레진 경계부에 동시에 접촉시킨

차이가 제거에 필요한 하중에 큰 영향을 주는데，실온
에서는 346N(Newton)의 하중이 요구되었고 이는 법

후 천천히 squeezing force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금속브라켓
의 경우, 금속 파절 전 까지 20%의 자체변형을 허용

랑질 손상을 야기한 반면，75°C에서는 147N (Newton
)의 하중이 요구되었고 법랑질 손상이 없었으며 이

하는 물성에 의해 브라켓과 레진 경계부에서 분리하
여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온도에서는 치수손상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있었지만，도재브라켓의 경우에는 낮은 인성과 높은

연화에 상당히 고온이 요구된다는 것과 레진 종류와

그러나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브라켓제거시，레진

취성으로 1%의 변형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되는 물성

양에 따라 필요한 heating cycle이 다르고，1회 이상

에 의해 법랑질표면의 손상과 브라켓 자체의 파절이
야기된다33’®. Samir등35*은 기계적 방법으로 도재브

heating cycle이 적용된 경우 여러 치아의 치수에서

라켓의 제거시 법랑질표면 손상으로 인한 도재브라

약간의 염증세포 침윤이 관찰되었고, 몇 개의 브라켓
제거후 반드시 열기구의 가열말단부를 식혀야 하고，

켓의 제거시 법랑질표면 손상으로 인한 우식이환율

가열말단부의 형태가 특별한 도재브라켓에만 적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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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등의 단점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F r e d e r i c k l 3)은 전기열전도 방법 에 의해 금

ZS’SM.

own등®은 브라켓과 잔여 레진 제거 방법에 따른 법랑

속브라켓과 도재브라켓을 제거한 결과를 비교하여，

질 상실양을 보고 하였고，Gwinnett등1^은 브라켓 제
거과정에 의해 법랑질의 긁힘과 열구의 발생을，그리

도재브라켓의 경우 법랑질표면의 손상이 관찰되지

고 Zachrisson4™은 균열발생의 양상을 보고한 바 있

않았고 법랑질과 레진의 경계부에서 분리되었고 금

다.

속브라켓보다 많은 heating cycle이 요구되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거술식의 객관화를 위해서 동일

본 연구에서 전기열전도 방법으로 도재브라켓을

한 술자에 의해 공기에 의한 냉각을 시 행하면서 조심
스럽게 잔여레진의 제거가 이루어졌다. 잔여레진 제

제거한 결과, 2.1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

거는 고속 resin polishing bur 사용군에서 가장 짧은

으로써 브라켓과 레진 경계부에서 분리가 빈발하였

시간에 육안적 관찰에 의한 제거가 이루어졌고，초음

음을 나타내었고 이는 법랑질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파 치석제거지 사용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

할 수 있는 소견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주사전자현미

었다. 긁힘은 저속 tungsten carbide bur 사용군에서

경 관찰 결과, 법랑질표면의 손상과 브라켓자체의 파
절은 없었다. 이러한 소견은 여러 선학들이 보고와 대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초음파 치석제거기 사용군，저
속 sof-lex disc 사용군，고속 resin polishing bur 사

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용군 순서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도재브라켓의 기계적 제거방법과 전기열전도 제거

잔여레진 제거후 치면에 존재하는 잔여레진막 표

방법와 다른 방법으로 Ketth등20*은 특수하게 설계된

면적비율은 초음파 치석제거기 사용군에서 가장 높

조음파기구 절단부와 초음파 치석 제거기(Cavitron

았고, 저속 tungsten carbide bur사용군，저속 sof-lex

2002r dentsply international, York,)를 사용한 제거방

disc 사용군, 고속 resin polishing bur 사용군 순서로

법을 보고하였다. 직선형 chisel tip을 브라켓 지저부

감소된 양상을 보인 바，제거시간의 효율성과■잔여레

와 법랑질 경계면사이의 레진에 위치시켜 약 0.5mm

진막의 효과적인 제거에 있어서 모두 고속 resin

의 골이 형성될 때까지 근원심방향으로 움직여 레진

polishing bur 사용군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결합을 파괴하고 브라켓제거를 용이하게 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브라켓제거를 시도하기 전에 브라켓주

에서는 브라켓과 레진 경계면 또는 레진 내부에서 분

위의 과도한 레진을 제거해야 하는 점과 제거시 많은

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기열전도 방법

소요 시간과 과도한 열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보고하
ᄀ 이 다20,35,40)

에 의한 제거가 우수하지만，잔여레진의 제거과정에

법랑질 표면 손상방지와 도재브라켓의 재활용측면

서 있을 수 있는 법랑질 표면 손상, 소요되는 시간과

Karlheinz등17)은 C02와 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열에 의한 치수손상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다결정형과 단결정형 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도
재브라켓 제거방법을 보고하였는데 C02 레이저 파장

이는 주의깊은 연마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 러가지 연마방법 중에서 고속 resin polish

(10.6mm)에너지가 도재표면에 흡수되어 열로 전환，

ing bur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연마하는 것이 잔여

기저부에 전도되어 레진이 연화된다고 하였는데 치

레진막의 형성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

수와 골조직 손상 가능성이 있고 국소마취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임상적 적용은 아직 보고된 바

다.
한편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도재브라켓의 제거

없다.

과정과 잔여레진 연마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이용한 제거방밥과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방법을 시술상의 많은 시간소요，많은 열
발생, 특수 장비의 설치로 인하여 임상적 적용이 제한
되는 단점에 의해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치수조직의 조직학적 변화양상이 앞으로 연구되어져
야 할 것이다.
V. 결

론

브라켓 제거후 치면 연마는 다양한 기구와 술식으
로 잔여레진을 제서하는 과정인데 Burapavong9)는

도재브라켓의 제거방법에 따라 법랑질표면에 미치

hand scaler, Retief30)는 sandpaper disc, Gwinnett등

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80개의 발거된 소구

151-cr green rubber wheel, Zachrisson등40,은 tungsten

치를 대상으로 통법에 의해 도재브라켓을 부착시키

carbide b n * 권장하였다. 또한 Fitzpatrik등1a，Br-

고 일 주일후 각각 40개의 기계적방법에 의힌 제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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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군으로 구분하여 도
재브라켓의 제거를 유도한 후，그 탈락양상 및 도재브
라켓과 법랑질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시행하
였으며, 전기열전도 방법에 의한 제거군에 다시 각각
10개씩 저속 tungsten carbide bur에 의 한 연마군，저
속 sof-lex disc에 의한 연마군, 고속 resin polishing
bur에 의한 연마군，그리고 초음파 치석제거기에 의
한 연마군으로 분류하여 잔여레진의 연마를 시행한
후，잔여레진의 평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결찰와이어 절단용 겸자를 이용한 도재브라켓의
기계적 제거시，0.6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으로써 법랑질과 레진 경계부에서의 파절이
가장 빈발한 양상을 보였다.
2. 전기열전도 방법을 이용한 도재브라켓의 제거시，
2.19의 평균 잔여레진 부착지수를 보임으로써 브
라켓과 레진 경계부에서의 파절이 가장 빈발한 양
상을 보였다.
3. 기계적 방법으로 도재브라켓의 제거시，법랑질표면
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소견은 실험군의 7.5%에
서 법랑질표면의 탈락과 패임등의 손상을 보였다.
4. 잔여레진의 제거는 고속 resin polishing bur 사용
군에서 가장 적은 잔여레진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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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tudy of enamel surface by
debracketing of ceramic bracket

M i-S u k Park, Y oung-Jooh Yoon, Kw ang-W on Kim

Department cf Orthodontics, College c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and compare the frequency of ceramic bracket fracture, frequency of
enamel fracture, bond fracture site, adhesive remnant index after mechanical and electrothermal debracketing,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high and low speed rotaiy instrument and ultrasonic instrument during residual adhesive
remnants removal, and to measure resin film surface(percentage) using by image ana!yser(Leco 300). Bond fracture
site, bracket fracture, and enamel surface damage we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ain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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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chanical debracketing group, the bond failed predominantly at enamel-adhesive interface with the bulk of
adhesive remaining on bracket base.
In the eletrothermal debracketing group，the bond failed predominantly at adhesive-bracket interface with the bulk of
adhesive remaining on enamel surface.
The most effectiveness of residual resin removal was obtained by means of the resin polishing bur and the order of
scratch formation was the precedure using tungsten carbide bur, ultrasonic scaler, sof-lex disc, and polishing bur.
4. The order of the resin film surface percentage was ultrasonic scaler, tungsten carbide bur, sof-lex disc, and resin
polishing bur.

KOREA. J. ORTHOD. 1996 ；26 ：613-622
^Key words ：cermic bracket, mechanical debracketing method, electorthermal dibracketing method,
residual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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