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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 색상에 따른 Halogen light의 투과도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존학교실

조경모

본 연구에서는 할로겐 광원의 빛이 복합레진의 색상과 두께에 따라 어느 정도 투과가 되는지를 비교하고자

Z-250 복합레진 (3M ESPE, St. Paul, U.S.A.)의 A1, A2, A3 색상에서 2, 3, 4 mm 로 두께를 달리한 뒤 밑면에서

복합레진 본체와 차단된 복합레진 시편의 중합도를 FTIR spectroscopy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색상이 어두워질수

록 할로겐 광원의 투과능력은 감소하였으며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할로겐 광원의 투과능력이 감소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로겐 광원을 이용하는 중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합레진의 색상을 밝은 것으로

이용하며 가급적 얇은 두께로 복합레진을 충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할로겐광, 중합도, 색상, 복합레진, FTIR spectroscopy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0:26(4):447~453)

서 론

치의학 영역에서 수복용 충전재로 사용되는

복합레진은 Bowen
1)
에 의해 처음 도입 되었으며,

이후 환자의 심미적 요구도의 증가와 사용의 용

이성, 물성의 향상 등으로 현재 사용이 점점 증

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작은 병소의 수복에 국한

되어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나 광범위한

손상부에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성이 개선

되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복합레진의 적절한 중

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적절히 중합되지 않은 복합레진은 기계적 성

질이 감소되고, 치수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충

분히 중합된 면이 부적절하게 중합된 면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수복재의 구부러짐이 유발되어

변연파절, 해부학적 형태의 손실, 변연 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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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키게 되고, 이차적으로 치아우식, 열 민

감증, 색조의 불안정성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들

을 야기 할 수 있다.2-5)

일반적인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레진은 광조사

기에서 발생된 468±20 ㎚의 빛에 의해 중합개시

제인 camphoroquinone이나 다른 diketone이 triplet

상태로 활성화 되어 지방족 3차 아민과 상호작

용함으로써 자유 라디칼을 생성한다. 이 자유 라

디칼이 단량체의 이중결합(C=C)에 충돌하면 이

중결합의 전자들 중 하나와 짝을 이루고 다른 요

소는 자유로운 부대전자가 되어 대부분의 자유

단량체들이 중합될 때까지 계속적인 반응을 유

도한다.
6)

복잡한 중합반응의 특성 때문에 복합레진의

중합도는 광조사기의 노출 시간 및 강도7), 복합

레진의 온도
8)

, 색상, 두께, 광원과 레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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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filler의 종류
9, 10)

, 중합개시제의 종류
11)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색상과 두께의 복합

레진 밑면에서 복합레진 본체와 차단된 복합레

진 시편의 중합도를 FTIR spectroscopy로 측정하

여 할로겐 광원의 빛이 복합레진의 색상과 두께

에 따라 어느 정도 투과가 되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및 장비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Z-250 (3M ESPE, St.

Paul, U.S.A.)의 A1, A2, A3 색상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두께의 복합레진 중합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직경 7 mm hole을 가진 2, 3, 4 mm 두께

의 두랄루민 주형을 제작하였다. 광중합기는 직

경 11 mm의 fiber optic light guide를 가지는 할로

겐 광원의 XL-3000 (3M ESPE, St. Paul, U.S.A.)을

사용하였고, 빛의 강도는 Demetron 광도측정계

(Curing radiometer Model 100, Demetron Research

Corp., West collin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복합레진의 중합도는 FTIR (EQUINOX-55,

Bruker Optik GmbH, Ettlingen, Germany)을 이용

하여 평가하였다.

2. 시편제작

복합레진의 본체와 연결 된 하부의 복합레진

의 중합도를 측정하는 것은 복합레진의 중합이

연속적인 chain reaction이 일어남에 의해 광중합

기 빛의 투과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데 방해

가 될 수 있으므로 복합레진 본체와 FTIR

analysis에 필요한 복합레진을 분리하여 제작하

였다. FTIR analysis를 위한 복합레진 시편은 두

개의 두께 50 ㎛의 strip 사이에 직경 6 mm의 구

멍을 형성한 100 ㎛ 두께의 strip을 넣어 제작하

였다. 5.5 g 으로 동일한 양의 복합레진을 100 ㎛

두께의 strip에 채우고 두 개의 두께 50 ㎛의 strip

사이에 넣은 뒤 500 kg의 하중을 5초간 가하여

FTIR analysis를 위한 부분을 만들었다. 그런 뒤

시편 위에 2, 3, 4 mm의 주형을 위치시키고 주형

중앙에 있는 hole에 복합레진을 충전한 후 광중

합기의 끝이 레진을 모두 덮도록 위치시켜 광중

합을 시행하였다.(Fig. 1) 광조사 시간은 모두 20

초로 동일하게 조사하였고, 광중합기의 광원의

강도는 Demetron 광도측정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840 ㎽/㎠였다.

3. 복합레진의 중합도측정

광중합 직후 시편을 주형에서 분리하고, 시편

의 상․하 면에 있는 50 ㎛ 두께의 strip을 제거하

였다. 복합레진 시편을 Spectrophotometer내에 있

는 film holder에 위치시키고 EQUINOX-55를 사

용하여 1638.6 ㎝-1에서의 C=C absorbance peak의

농도와 1609.4 ㎝
-1
에서의 C....C reference peak의

농도를 측정하고 일련의 연구들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중합도를 평가하였다.2, 12)

(%C=C)=[Abs(C=C)/Abs(C….C)]polymer/[Abs(C=

C)/Abs(C….C)]monomer * 100

Curing light

Different thickness mould
with 6mm diameter hole

100㎛ thickness strip with
6mm diameter hole

50㎛ thickness strip

Fig. 1. Schematic drawing of sample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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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C=C)/Abs(C….C)]monomer의 값은 중합하

지 않은 각 색상의 복합레진의 1609.4 ㎝
-1
에서의

C….C reference peak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색상과 복합레진의 두께별로 측정된 %C=C 값의

평균값을 중합도로 정하였다.

4. 통계

각 군에서 측정된 중합도 값은 SPSS ver

10.0(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사용해 비교하였고 Sheffe

test로 95%의 유의수준에서 사후검정 하였다.

결 과

복합레진의 두께와 색상에 따른 중합도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A1 색상의

2 mm에서 가장 높은 중합도를 보였으며, A3 색

Group

Thickness

A1 A2 A3

Mean(SD) Mean(SD) Mean(SD)

2mm 52.99(10.63) 41.16(5.37) 35.25(5.31)

3mm 42.61(3.12) 28.99(3.85) 18.50(8.10)

4mm 42.12(4.68) 23.02(5.34) 10.63(5.22)

Table Ⅰ.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D) of degree of conversion. (%)

2mm 3mm 4mm

A1 A2 A3 A1 A2 A3 A1 A2 A3

A1

A2 * * *

A3 * * * *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Table Ⅱ. Comparison of degree of conversion between groups.

상의 4 mm에서 가장 낮은 중합도를 보였다.

각 두께에서 색상사이의 중합도를 비교하여

볼 때 2 mm 두께에서는 A1의 중합도가 가장 크

고 나머지 색상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3

mm와 4 mm 두께에서는 역시 A1의 중합도가 다

른 색상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색상이 어두워

질수록 더 낮은 중합도를 보였다.

모든 색상에서 두께가 증가 할수록 중합도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A3에서는 나머지 색상에 비

해 두께에 따른 중합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총괄 및 고안

대부분의 복합레진에서 쓰이는 광중합개시제

는 400- 515 nm 파장사이에 있는 빛에 의해서 활

성화 되며, 가장 효과적인 파장은 470 nm로 보고

되고 있다.13) 효과적인 중합을 위해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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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15 nm 사이의 범위를 가진 광원이 필요하

며 최소한의 강도는 300 mW/cm
2
가 필요하다.

14)

이러한 광조사기의 빛을 공급하는 능력은 복합

레진의 중합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합깊이와 레진의 색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Swartz 등15)은 어두운 색

상을 가진 복합레진이 밝은 색상을 가진 복합 레

진보다 중합깊이가 낮았으며 법랑질을 통해서

중합을 시행하였을 때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Onose 등
16)

은 yellow, grey, brown의 세 가

지 색상을 검사한 결과 다른 universal shade보다

낮은 hardness value를 보였다고 하며, Takamizu

등
17)

은 어두운 색상은 보다 강한 광조사기의 강

도를 요하며 보다 긴 조사시간을 필요로 하고,

dark grey와 grey-brown이 dark yellow 보다 더 깊

은 중합 깊이를 보였으며 이는 yellow pigment가

보다 blue light를 많이 흡수하여 중합깊이를 낮

게 만드는 원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Ferracane 등
18)

의 연구에서는 복합레진

의 색상 그 자체 보다는 translucency와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레진의 중합도가 더 많은 영향

을 받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복합레진의 filler

에 따른 중합도를 비교하여 microfilled 복합레진

은 보다 낮은 transmission coefficient를 가지고 있

어서 다른 hybrid, small-particle-filled resin

composite보다 낮은 중합깊이를 보였다고 한다.
19,

20)

Frederick 등
21)

에 의하면 복합레진의 색상보다

는 광조사기의 강도나 조사 시간이 레진의 중합

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레진의 두께와 색상이 변

하면서 할로겐 광의 중합능력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실험하여 복합레진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중합도가 감소되는 결과를 얻어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께 증가에 대한 중

합도의 상관관계에서는 A3 색상에서 가장 큰 감

소폭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A3 색상과 같은

어두운 색상에서는 다른 동일 계열의 밝은 색상

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두께 증가 시 보다 광조

사 시간을 증가 시켜야만 중합도를 높일 수 있다

는 결론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두께에서 A1 색상이 가장 높은 중합도를

보였으나 2 mm 두께에서는 나머지 색상사이에

는 유의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빛이 잘 투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색상과 중합도

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두

께 2 mm 이하의 상황에서는 색상과 상관 없이

할로겐 광원이 충분히 투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Hammel 등
23)

의 연구에서는 같은

designed vita shade를 가진 다른 hybrid 복합레진

을 검사한 결과 다른 color value를 가졌다고 하

였으므로 다양한 복합레진 상품에서도 이러한

할로겐 광원의 능력이 동일핟게 발휘되는 가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복합레진의 중합도를 평가할 때 가장 신뢰성

이 있으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Fourier

transform infrared(FTIR) spectroscopy analysis가

있다. 이것은 복합레진의 중합 전, 후의 C=C

stretching vibration을 직접 인지하여 측정하는 방

법으로 공유결합의 각각의 신장진동은 spectrum

의 특정 진동수에서만 적외선을 흡수한다. FTIR

spectroscopy에서 흡수띠의 전이는 분자내의 진

동 변화와 연관되며, functional group의 동정은

적외선 spectrum내의 흡수띠로 나타나는 특정 진

동수를 확인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대부분의

복합레진에 사용되는 단량체는 적외선 영역에서

흡수띠를 나타내며, 이러한 성질이 잔류 단량체

의 측정에 이용된다. 그러나 FTIR spectroscopy는

bulk한 복합레진의 중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

절하며 부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

다.
2, 10)

다른 방법으로 unreacted monomer의

elution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

이 있으나 이는 polymer network에 결합되어 있

는 unreacted pendent methacrylate group과 같은

unreacted C=C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부정확

할 수 있다.
22)

복합레진의 중합도를 측정하는 또다른 방법으

로는 McCabe등이 보고한 Differential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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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DTA)
20)

와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CS)
17)

, Microhardness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

다. McCabe 등24)에 의하면 복합레진의 최대 중

합반응은 곧 최대 발열율로 나타나므로, 중합열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발열율은 복합레진의 중합

율 및 중합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고, 이러한 복

합레진의 중합에 따른 열역학적 특성은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열분석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

어 중합과정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합된 복합레진

시편 하방에서 복합레진의 일부를 긁어내어 중

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복합레

진 본체와 분리한 시편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

법은 중합이 본체로부터 측정시편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하여 할로겐 광원의 투과능력만을 평가

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이전의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

임으로써 이러한 연구 방법이 향후 적절히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다른 여러 가

지 광원의 복합레진 중합능력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여러 가지 두께와 색상의 복합레진 밑면에서

의 중합도를 FTIR로 측정하여 복합레진 두께와

색상에 따른 halogen light의 투과도를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색상이 어두워질수록 할로겐 광원의 투과능력

은 감소하였다.

2.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할로겐 광원의 투과능력

은 감소하였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로겐 광원을 이용하

는 중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합레진의

색상을 밝은 것으로 이용하며 가급적 얇은 두께

로 복합레진을 충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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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ing Ability of Halogen Light

in Different Composite Resin Colors

Kyung-Mo Cho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light transmitting ability of halogen light in different colors and

thicknesses. A1, A2, A3 colors of Z-250 composite resin(3M ESPE, St. Paul, U.S.A.) were used. Degree of conversion

of separated resin specimens under the 2, 3, 4mm thickness resin were measured by FTIR spectroscopy.

The result shows that decrease of degree of conversion by increase of resin thickness and decrease of degree of

conversion by decrease of lightness of color.

Within the limitation of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use more light color of composite resin in small thickness to

improve degree of conversion when use halogen light.

Key words: color, composite resin, degree of conversion, FTIR spectroscopy, halogen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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