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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 중합형의 고분자계 치아수복재의 고기능화를 위해 충전제로 사용된 친수성의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을 
γ-methacryloxypropyltrimethoxysilane (γ-MPS) 결합제로 소수성 처리하여 치아수복용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처리된 실리카의 구조적 물성과 복합체 내에서의 분산도 및 복합체의 중합 특성 등을 실리카의 소수화도와 비교
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γ-MPS의 양이 4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의 소수화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소수화도가 향상됨에 따라 복합체 내에서의 충전제 분산도가 양호하였으
며 광중합 후 미반응 단량체는 핵자기공명 분석 결과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중합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To enhance the dental properties of polymeric dental restorative composite activated by visible-light, the surface of 
hydrophilic silica nanoparticle was hydrophobically treated using γ-methacryloxypropyltrimethoxysilane (γ-MPS) coupling 
agent. Structural properties and dispersity of silica in the composite was compared with the hydrophobicity of silica. 
Polymerization characteristic of the composite was also evaluated. Degree of hydrophobicity of silica nanoparticle was 
considerably improved with an increase of γ-MPS upto 40 wt% and converged asymptotically. Additionally, with an 
increase of the hydrophobicity of silica nanoparticle, the dispersity of silica was improved and the residual monomer in 
the composite was not detected from nuclear magnetic resonance experiment which indicated superior polymeriz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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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예로부터 아름다운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 단순호치가 있듯이 치아

는 전통적으로 미의 상징이었으며 현재에도 종래의 단순한 소화기능

이나 의사전달 기능을 넘어 교정이나 미백 등과 같이 인체의 미를 인

공적으로 조작하는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체 조직 중

에서 치아는 가장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신체 조직과는 달리 

일단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치의학에 

있어서 고분자 재료는 치관수복(crown restoration)이나 치면열구전색

(pit and fissure sealing)과 같은 치아수복 분야 이외에도 의치상 레진, 
인상재, 인공치아를 포함한 심미(esthetic) 치과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그 중에서도 치아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생긴 치아 파손 부

위의 치관 전체를 수복하거나 동요치를 고정하는 등의 전통 치과치료 

뿐 아니라 미형치료에 이르기까지 사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치아수복

용 고분자 복합체는 보존과 보철, 교정, 그리고 예방치재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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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치의학 분야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4,5]. 또한 15000 종 이

상에 이르는 치과재료 중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최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치과재료이다[6].
  유기질의 아크릴계 단량체를 기재로 하고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무

기질 충전제(filler)를 복합화시켜 제조하는 치아수복용 복합체는 복합

체 총량을 기준으로 60～85 wt%를 차지하고 있는 충전제의 종류와 

형태, 크기 및 함유량 등에 의해 복합체의 기계적 강도뿐 아니라 중합 

특성 및 심미적 특성 등 거의 모든 치과적 물성이 좌우된다. 그러므로 

치아수복용 복합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제 크기를 기준으로 

거대입자형, 미세입자형, 그리고 혼합형 등으로 구분되어진다[7].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크기의 충전제를 사용하는 거대입자형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수십 나노 크기의 입자를 사용하는 미세입자형의 우수

한 심미적 물성을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충전제를 

복합화 시켜 사용하는 혼합형의 치아수복용 복합체가 199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ISCO 사의 AeliteFilⓇ, KERR 사의 

Herculite XRVⓇ, Caulk 사의 PrismaⓇ, Degussa 사의 Dedu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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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aray 사의 ClearfilⓇ 등)[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anterior)・구치(posterior) 수복에 적용될 

수 있는 혼합형의 치아수복용 복합체의 우수한 기계적 물성과 심미적 

특성을 달성시키고자 유기질 기재와 무기질 충전제와의 결합력을 높

이고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합체 제조에 사용하는 충전제인 친

수성의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을 실란 결합제를 사용하여 소수성으로 

처리한 후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소수화도에 따른 실리카의 구조적 

물성과 복합체 내에서의 분산도 및 중합 특성 등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리카 나노입자의 소수화 처리 및 치아수복용 복합체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리카 나노입자는 평균 입경이 7 nm인 훈연

(fumed) 실리카(Aldrich Chem. Co., 99.8%)를 이전의 방법[9]을 사용

하여 그 표면을 소수성으로 처리하였다. 즉, 먼저 5 L 반응기에 메탄

올 500 mL (Aldrich Chem. Co., 99.5%)를 γ-methacryloxypropyltri-
methoxysilane (γ-MPS) 14 g과 함께 투입하여 상온에서 충분히 교반

시킨 후, 1 N 초산 105 g (Aldrich Chem. Co., 99.7%)을 투입시켜 일

차적으로 γ-MPS를 가수분해 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계속해서 이 용

액에 실리카 86 g을 2 h 동안 서서히 분할시켜 연속적으로 첨가시킨 

다음, 2 h 동안 교반한 후 농축시킨다. 투입된 용매(메탄올과 초산)가 

거의 제거되면 충분한 양(×10)의 증류수를 넣어 수분산 시킨 후 동결

건조기(Ilshin Lab. Co., FD-5510 freeze dryer)를 이용하여 48 h 동안 

건조시킨다. 이후 미반응된 γ-MPS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 오븐에서 

120 ℃, 3 h 동안 건조시켜 반응을 완결시킨다.
  표면 처리된 실리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치아수복용 복합체에 사

용된 기재 즉, 단량체는 bisphenol A glycerolate dimethacrylate (Bis- 
GMA, ACS Reagent, Aldrich, USA)와 triethyleneglycoldimethacrylate 
(TEGDMA, 3G, Shin-Nakamura,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실리카 나노

입자의 충진률은 이전의 연구결과[10]를 바탕으로 최적의 작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76 wt%로 하였다. Bis-GMA/TEGDMA로 이루어진 기

재의 중합은 가시광선을 사용한 광중합 형태로서, 사용된 광개시제는 

camphorquinone (CQ, 97%, Aldrich, USA), 광증감제는 2-(dimeth-
ylamino)ethyl methacrylate (DMAEMA, 99%, Aldrich, USA), 수복재

의 장기보존을 위한 산화방지 및 열안정제는 3,5-di-tert-butyl-4- 
hydroxy toluene (BHT, Supelco Co.)을 별도 정제 없이 구입한대로 그

대로 사용하였다. 치아수복용 복합체는 Table 1에 나타낸 구성비의 기

재와 함께 표면이 소수성으로 처리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적절한 조성

비에 따라 진공이 가능한 kneader에 함께 넣고 혼합한 후 이전의 연구

에서 사용한 공정에 따라 제조하였다[11]. 이 때 제조 중에 발생되는 

기포는 복합체 물성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30 min 간 진

공 중에서 kneading시키고 1 h 동안 원심분리 후 다시 진공오븐에 넣

어 상온에서 2 h 동안 탈포시켰다.

  2.2. 물성 분석

  2.2.1. 소수화도(Hydrophobicity)
  γ-MPS로 표면 처리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소수화도를 접촉각 측정

기(SEO Co., Korea, Phoenix 300)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접촉각 측

정에 사용된 시편은 압착기(Shimatsu Co., Japan, SSP-10A model)를 

사용하여 약 100 kg의 하중으로 1 min 간 압착하여 만든 디스크 상태

(diameter: 8 mm, thickness: 0.5 mm)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친수

성 및 소수성을 관찰하기 위해 탈이온수 10 µL를 사용한 Sessil 낙하

Table 1. Material Composition for the Preparation of Polymeric 
Dental Restorative Composite

Resin matrix

Materials Maker Grade wt% Remark

Bis-GMA1) DAJAC Lab Cat.# 9093 59.34 Basic-monomer

TEGDMA2) Shin-Nakamura 3G 39.56 Diluent

CQ3) Aldrich A.C.S.Reagent 0.7 Photoinitiator

DMAEMA4) Aldrich A.C.S.Reagent 0.35 Photoaccelerator

BHT5) Supelco A.C.S.Reagent 0.05 stabilizer

Filler

fumed silica
(Avg. dia.= 7 nm) Aldrich A.C.S.Reagent 0～66) nanofiller

fumed silica
(Avg. dia.= 40 

nm)
Aldrich A.C.S.Reagent 6～06) microfiller

barium silicate
(Avg. dia.= 1 µm) Schott 27884 706) macrofiller

1) bisphenol A glycerolate methacrylate, 2) tri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3) camphorquinone, 4) 2-(dimethylamino)ethyl methacrylate, 5) 3,5-di-tert-butyl-4-
hydroxytoluene, 6) based on polymer composite (total loading percentage was 
76 wt%).

방법[12]을 사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2.2.2. 표면 구조 및 실란 결합제 함량

  KBr 분말과 함께 약 8 ton의 하중으로 1 min 간 압착하여 만든 실

리카 나노입자 시편(diameter: 8 mm, thickness: 0.1 mm)을 적외선흡

광기(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Perkin Elmer 
Co., Spectrum GX model)를 사용하여 실리카 나노입자의 소수화도에 

따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열중량분석기(thermal gravity 
analysis, TGA. Mettler Toledo Co., TGA-30 model)를 이용하여 표면 

처리된 실리카 나노입자에 결합된 γ-MPS 함유량을 측정하였다. TGA 
측정 시의 온도 변화는 30에서 800 ℃ 까지 하였으며 가열속도는 5 
℃/min으로 하였다.  

  2.2.3. 복합체 내에서의 실리카 분산도 및 단량체 용출 시험

  치아수복용 복합체를 구성하는 기재와 실리카 나노입자와의 혼화

성 및 기재 내에서의 분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합체 단편을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Hitachi S-3500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시편의 파단면은 전자기 빔의 

불규칙적인 회절을 막기 위해 OsO4로 coating시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광중합형의 치아수복용 복합체 내에서 광중합 

후 잔존하는 단량체들을 분석하고자 용출시험을 행하였다. 용출시험

에 사용된 시료는 직경 8 mm, 높이가 4 mm인 실린더형 stainless steel 
주형에 미경화된 복합체 시료를 완전히 채운 다음 유리판을 씌워 압

축시킨 후, 3M 사의 XL-3000 광조사기(200 mW/cm2)를 사용하여 양면

을 40 sec 간 조사시켜 제조하였다. 제조한 시편을 데시케이터에 24 
h 동안 보관한 후, tetramethylsilane이 0.03% 첨가된 수소-핵자기공명

장치(proton nuclear magnetic resonance, 1H-NMR) 측정용 chloroform- 
d (Aldrich Chem. Co., 99.9%) 20 mL에 상온에서 14 d 동안 교반시킨 

후 1/4로 농축시킨 다음 1H-NMR (Varian, Gemini 2000, 200 MHz)를 

사용하여 용출되어 나온 단량체들의 구조 분석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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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표면 처리된 실리카 나노입자의 소수화도

  치아수복용 복합체가 고기능화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계적 물성

과 함께 심미적 특성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아수복용 복합

체의 치과적 물성은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재의 종류와 구성비, 
그리고 충전제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량비로 

복합체의 70 wt% 이상을 차지하는 충전제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충전제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기재 

내에서의 충전제 분산도, 기재와 충전제 간의 결합 특성 등의 복합적

인 상호작용에 의해 의존된다[13].
  본 실험에서는 충전제로 사용된 실리카 나노입자의 특성 분석을 
2.2.1.절에서 언급한 접촉각 측정에 의한 소수화도 평가와 TGA 측정

에 의한 γ-MPS 결합제의 함량 측정을 통해 행하였으며 동시에 충전

제 표면의 구조는 FT-IR로 분석하였으며 복합체 내에서의 분산도는 

SEM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표면화학 분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료 표면의 물성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표면장력(surface tension)과 계면장력(interface tension) 등이 

있으나 표면의 친수성(또는 소수성) 정도를 판별하는 고체 표면의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접촉각을 측정하는 단순한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촉각 측정방법에는 Sessil 낙하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 방법은 고체 표면에 일정량의 액체를 떨어뜨린 후 형성

되는 고체와 액체의 경계면을 측정함으로써 고체의 젖음 정도와 표면

처리 후의 효과 분석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12]. 
즉, 접촉각은 액체가 고체 면에 떨어졌을 때 증발, 흡착 및 흡수 등과 

같은 인자에 의해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에 있어서 계면에

너지가 최소화되는 모양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관찰하며 표면의 화학

적, 물리적 처리 후의 표면개질 효과를 알아보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채택한 Sessil 낙하 실험방법으로 측정

한 접촉각의 경우 접촉각(θ)이 0°일 때는 완전 젖음(complete wet-
ting), 0°< θ < 90°의 경우는 젖음(wetting) 상태, θ > 90°의 경우는 

비 젖음(non-wetting) 상태라고 정의된다[14,15]. 
  Figure 1은 γ-MPS 결합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소수성으로 처리한 

7 nm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접촉각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카의 소수화에 사용된 γ-MPS의 양

이 20 wt%에서 40 wt%로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79°에서 130° 정도

로 매우 커져서 표면의 소수화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40 wt% 이상

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접촉각 θ 측정값; 
Figure 1의 (a)=6°, (b)=79°, (c)=131°, (d)=132°). 앞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고체상의 물체가 소수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액체 

고체면 즉, 본 실험에서는 탈이온수와 복합체 사이의 접촉각 θ가 9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Figure 1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2.1절의 방법으

로 표면 처리 시 γ-MPS의 농도가 50 wt% 인 경우가 소수화도의 기

준이 되는 θ = 90°를 크게 넘어서서 최대가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Kim의 연구 결과[16]에 의하면 실리카 나노입자가 충진된 복합체 

제조를 위한 소수화 공정에 필요한 γ-MPS의 적정 농도는 40 nm 실
리카 입자(OX-50Ⓡ, surface area= 50 m2/g)를 기준으로 볼 때, γ-MPS
가 실리카 입자의 표면을 전부 덮게 되는 이론적 농도는 3.2 wt%이었

으며 2.1절에 전술한 Kim과 Lee의 방법[9]을 사용하여 처리할 경우, 
미반응 되어 손실되는 양을 감안하면 적어도 10 wt% (실제 처리된 농

도는 7.2 wt%)를 처리해야 충분한 소수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본 

  

(a) 0 wt% (b) 20 wt%

 

(c) 40 wt% (d) 50 wt%

Figure 1. Real-time photographs of the surface contact angle 
experiment of silica nanofiller treated with γ-MPS coupling agent.

Figure 2. FT-IR spectra of silanized silica nanofiller using various 
γ-MPS concentration.

연구의 경우에 적용하여 계산하면 7 nm 실리카 나노입자의 비표면적

(surface area= 380 m2/g)은 OX-50Ⓡ의 7.6 배이므로 이론적 농도는 약 

24 wt%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처리 조건의 농도를 기준으로 계

산하면 약 54 wt%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Figure 1의 접촉각 측정에 의한 나노입자의 소수

화도의 평가는 비교적 정확히 예측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3.2. 표면 구조 및 실란 결합제 함량

  Figure 2는 7 nm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 처리 시 사용된 γ-MPS 
농도 변화에 따른 실리카 나노입자의 -OH 기 감소를 FT-IR spectrum
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실리카 입자 표면의 

-OH 신축피크인 3400 cm-1 흡광도는 사용된 γ-MPS 결합제의 농도가 

늘어남에 따라 확연히 줄어드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크

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것은 γ-MPS에 의한 -OH 기의 결합반응에 

있어서 발생되는 불규칙한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의 구조적 요인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에 γ-MPS가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에 결합

된 실제적인 화학구조를 도시하였다. 
  Figure 3에서 제시된 구조의 정량적 확인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

된 γ-MPS 농도 변화에 따른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에서의 γ-MPS 반
응 거동에 대한 FT-IR spectrum (1600 ～ 1800 cm-1 영역)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1640 cm-1 영역은 γ-MPS의 지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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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silica coupled with γ-MPS 
coupling agent. 

Figure 4. FT-IR spectra of silanized silica nanofiller using a variety 
of γ-MPS concentration.

C=C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1700 cm-1 영역은 실리카의 -OH 기와 

수소결합 된 γ-MPS의 C=O 기를 나타내며, 1720 cm-1 영역은 수소결

합을 하지 않은 γ-MPS의 자유 C=O 기의 흡수 band를 나타내는 것이

다. 이 세 종류의 피크는 모두 γ-MPS의 methacrylate 기로부터 기인

된 것으로서 실리카 나노입자의 소수화에 사용된 γ-MPS의 농도가 증

가할수록 1640 cm-1과 1700 cm-1 흡수 band의 흡광도가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리카 나노입자 표면이 γ-MPS에 의해 소수

화가 잘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된 γ-MPS 농도가 40 wt%
를 넘어서게 되면 자유 C=O 기의 흡광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이 농도의 범위에서부터 γ-MPS가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을 

단층 형태에서 다층 형태로 덮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γ-MPS와 같은 결합제의 어느 농도까지는 충전제와 결합제 간

의 효과적인 화학 결합이 일어나지만 적정 농도 이상에서는 과량의 

결합제가 다층 구조 형태로 충전제 표면을 덮게 되어 충전제와 결합

제 사이에서의 화학적 결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느슨한 물

리적 흡착 관계로 존재하게 되어 충전제의 소수화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9,16]. 이러한 현상은 Figure 1의 (c)와 (d)의 접촉각 측

정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γ-MPS를 40 wt% 사용한 경우와 50 wt%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γ-MPS의 농도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의 접

Figure 5. Thermal degradation of silica nanofiller treated with γ- 
MPS coupling agent measured by TGA; (a) 50 wt% of γ-MPS 
treated, (b) 40 wt% of γ-MPS treated.

촉각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실험 결과와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위에서 언급한 1640과 1700 cm-1 영역의 흡광도 증가는 γ-MPS 
가수분해 결과물의 축합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화합물의 분자 간 또는 

분자 내 수소결합에 의한 기여도를 가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고찰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GA를 통한 실리카 나노입자의 열분해 실험 결과, Figure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γ-MPS를 50 wt% 첨가한 경우, 26.5 wt%가 표면 

처리되었고 40 wt%를 사용한 경우에는 23.2 wt%가 처리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실험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소수화도 평가

에 대한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3.3. 복합체 내에서의 실리카 분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아수복재용 복합체의 기재는 모두 유기질이

다. 그러므로 표면에 -OH 기를 가진 친수성의 무기질 충전제와 유기

질인 아크릴계 기재 사이에는 화학적 결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제와 기재와의 혼화성 증가와 기재 내에서의 충전제 분산도 향상

을 위하여 앞 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γ-MPS와 같은 silane계 결합

제를 사용하여 충전제 표면을 기재와 동일한 dimethacrylate기가 결합

된 형태인 소수성으로 개질시켜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아수복재용 복합체의 기계적 물성은 복합체 제조에 

사용된 기재의 종류와 구성비, 중합전환률(degree of conversion, DC), 
충전제 크기와 충진률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변화하지만 사용된 

충전제의 종류와 충진량, 그리고 기재 내에서의 충전제 분산도 및 계

면 특성 등은 치아수복재용 복합체의 치과적 물성의 균일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면 

처리된 실리카 나노입자 충전제를 사용하여 Table 1에 제시된 조성비

에 따라 제조한 치아수복용 복합체에 있어서 기재 내에서의 충전제 

분산도를 SEM 측정을 통해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Figure 6은 제조된 복합체를 광중합 시킨 다음, 만능인장시험기로 

파절시킨 시료의 단면을 SEM을 사용하여 측정한 사진이다. Figure 6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전제 주위에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쇄형의 바륨실리케이트 충전제 입자들 사이를 실리카 나노

입자와 기재가 전체를 채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제들도 

엉김이 없이 양호하게 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실리카 나노입자들의 표면 처리 시 사용한 γ-MPS 결합체가 일종의 

soap 역할을 함으로써 기재 내에 있는 충전제의 젖음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충전제의 분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충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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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SEM photograph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polymeric 
dental restorative composites using (a) 0 wt% and (b) 5 wt% of 
7 nm silica nanofiller.

의 소수성 처리 방법에서 채택한 동결 건조 방법의 사용으로 충전제

를 둘러싸고 있는 γ-MPS 결합제 분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최소화하

고 충전제들 사이의 엉김 현상을 줄여 줌으로써 기재 내 충전제의 분

산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젖음성과 분산

성의 향상은 기재와 충전제 계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stress를 감소시

켜 결국 복합체의 제반 기계적 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3.4. 미반응 단량체 용출

  가시광선 중합형의 치아수복재용 복합체에 있어서 적절한 영역의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에 의해 복합체가 광중합 되는 동안 2.1.절에서 

기술한 액상의 기재를 구성하고 있는 dimethacrylate 단량체는 고체상

의 고분자체(polymeric network)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광중합에 의해 

물성이 발현되는 복합체의 제반 치과적 물성은 DC 값에 큰 영향을 받

게 되는데[10,11] 이러한 DC 값은 중합깊이나 중합수축률, 기계적 물

성 등과 같은 치아수복재용 복합체의 제반 치과적 물성 결과를 설명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복합체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요소적 원인이

라 할 수 있다[17]. 특히 구강 내에서 비교적 큰 저작압을 받는 구치부 

수복인 경우, 전통적으로 고분자 재료 분야에 있어서 충격 완화 목적

의 하나로 첨가하는 가소제(plasticizer)의 작용과 비슷한 원리로서 즉, 
미반응 되고 남은 기재는 Figure 7과 같은 곁가지(pendant side chain, 
PSC) 모형의 가소제와 같은 효과로 인해, 저작으로 발생되는 구강 내

의 높은 압력으로 인한 수복재료의 응력 완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2.2.3절에 나타낸 단량체 용출실험에 있어서 1H-NMR (용매: 
chloroform-d, δ = 7.24 ppm) 측정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냈다. 그 

결과 복합체 제조에 사용된 단량체인 Bis-GMA로부터 기인되는 방향

 : dimethacrylate group
Figure 7. Pendant side chain (PSC) of dimethacrylate monomer 
component in the polymeric dental restorative composite.

Figure 8. 1H-NMR spectra of monomeric component diluted from 
polymeric dental restorative composite through the diffusion test in 
CDCl3 for 2 weeks.

족의 benzyl proton (δ = 5.1 ppm)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용출량

은 실제의 실험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히 미량이었던 것으로 

보아 미반응 단량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결과는 이전

의 연구 결과에서 보고[11]한 복합체의 DC 값이 약 40 ～ 50% 수준

인 결과와 비교해 보면 Figure 7에서 제시한 PSC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광중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량체들이 3차원 구조로 복합

체가 형성되는 동안 일부분은 한쪽 관능기만 결합한 상태가 되어 DC 
값이 50% 정도 수준이더라도 미반응 단량체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아수복이나 심미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

한 크기의 충전제를 복합화시킨 가시광선 중합형의 혼합형 고분자계 

치아수복용 복합체의 고기능화를 위해 친수성의 실리카 나노입자 표

면을 γ-MPS 결합제를 사용하여 소수성으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실리

카의 구조적 물성과 복합체 내에서의 분산도 및 복합체의 중합 특성 

등을 실리카의 소수화도와 비교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1) 사용된 γ-MPS의 양이 40 wt%까지 증가함에 따라 

실리카의 소수화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다. 2) 소수화도가 진행됨에 따라 제조한 복합체 내에서의 충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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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엉김이 없이 양호하게 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광중합 후 복합체 내에 남아 있는 미반응 단량체는 거의 없어 제조된 

복합체의 중합 특성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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