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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손상된 치아의 심미 수복용으로 사용되는 복합레

진은 광조사로 인해 중합 수축하게 된다. 중합수축

(Polymerization shrinkage)은 수복물/치질 계면에 미세 

틈 형성 및 2차 우식(secondary caries)의 가능성을 높

이고, 심할 경우 수복물이 탈락되는 결과를 야기한

다.(1) 복합레진 수복재가 우수한 결합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치아 와동벽(cavity wall)에서의 미세 누출

(micro leakage)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레진 

수복재와 치질간의 완전한 접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아/수복재 계면의 

평가 방법으로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관찰과 염료 침투법(dye penetration method) 등이 있

다.(2,3) 이 실험들은 수복재의 중합이 끝난 후 치아/

수복재 계면에 발생한 균열(crack) 및 틈새(갭, gap)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관찰시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중합이 개시된 직후부터 연속적인 관

찰이 어려워 레진의 중합 경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계면 결함 발생 메커니즘의 시간적 해석이 불가능하

였다. 이에 본 저자는 음향방출법(Acoustic emission, 

AE)을 새롭게 적용하여 치아/수복재 계면부 균열 발

생 상태를 중합수축 거동과 비교하여 실시간 모니터

링한 바가 있다.(4) 또한 인공 치아 시편의 재질 종류

와 접착제 도포 상태에 따라 검출된 AE 히트(AE hit) 

Key Words: Composite Resin(복합레진), Polymerization Shrinkage(중합수축), Contraction Stress(수축응력), 

Acoustic Emission(음향방출)  

초록: 제 1 급 와동이 모사된 비관통형 치아 시편에 수복된 복합레진의 중합 수축시 발생하는 AE 신호를 실시간으로 

검출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시간대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광조사 초기에 중합 수축이 급격히 진행되는 제 

I 구간에서 AE event 가 많이 관찰되었다. 제Ⅰ구간 후 AE event 발생 빈도가 낮아져 AE 가 별로 관찰되지 않은 

제Ⅱ구간이 있었는데, AE 신호의 발생이 적은 PMMA 는 치아에 비해 구간이 길었으며 AE 검출이 잦았던 

스테인리스스틸 모형은 제 II 구간이 짧았다. AE 활성도를 나타내는 구간 특성은 수복재와 와동의 계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며 젤화점 직후의 제 I구간에서 AE가 집중적으로 관측되는 바, 

수복재와 와동 사이의 갭 형성은 바로 젤화점 직후에 만들어졌음을 가리킨다. 신호의 최대 진폭은 25-45dB 이었고 

1 차 중심 주파수는 100-200kHz 와 240-400kHz 영역의 신호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레진이나 접착층의 파괴에 

해당하였다. 

Abstract: Acoustic emission (AE) signals were detected and analyzed in real time during the polymerization shrinkage 

of composite resin restoration in an artificial dental ring with a class Ⅰcavity. Most AE hit events were observed in the 
initial curing period of the 1st region with high contraction rate. The range of the 2nd region for the stainless steel 

specimen was shorter than that for the PMMA specimen but longer than that for the human dentin specimen. AE hit 

events showed a blast-type signal having an amplitude in the range of 25–45 dB and a frequency band of 100–200 kHz 

or 240–300 kHz. These values of amplitude and frequency indicated the fracture of resin or of the adhesiv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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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여 음향방출법이 치아/복합

레진 계면 평가의 비파괴 검사법으로서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5) 

본 연구에서는 치아 와동에 충전된 복합레진 수

복물이 광중합 할 때 발생하는 AE hit의 시간대별 

분포와 각 신호의 진폭(amplitude) 및 주파수(first 

peak frequency)를 분석하여 중합수축의 진행에 따

른 계면 파괴의 시간적 과정을 관찰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를 위한 시편은 치아에 제 1 급 와동(Class 

Ⅰ cavity)을 모사한 것으로서 외경 8mm, 높이 3mm

의 원반에 내경 6mm, 깊이 2mm 의 구멍을 낸 비관

통형이며 스테인리스스틸, PMMA, 인간 치아의 3 종

류로 제작하였다. 인간 치아는 최근에 발거한 건전

한 영구 대구치를 발거 직후 세척하여 0.25 % sodium 

azide(아지드화 나트륨, NaN2)가 혼합된 링거액에 보

관한 후, 치아 윗면으로부터 기계 가공을 하여 와동

을 모사하였다. 외경 4mm 와 6mm 의 텅스텐-카바이

드 엔드밀(EM810040 & EM810060, X-Power, Korea)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가공하였으며, 가공 중 치아의 

파손을 막기 위해 엔드밀의 외경이 작은 것을 먼저 

사용하여 고속회전 및 저속이송을 하고 수냉을 하면

서 가공하였다. 

준비된 링 시편의 내벽에 접착제(Clearfil 3S, 

Kuraray,  Japan)를  고르게  도포하고  복합레진

(Clearfil AP-X, Kuraray, Japan)을 충전하였다. AE 측

정을 위해 시편의 외부 바닥면에 액상의 커플런트

(vacuum grease couplant)를 바르고 별도로 제작한 

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웨이브 가이드(wave guide)

의 한쪽 끝에 시편을 고정하였다(Fig. 1). AE센서는 

시편보다 커서 시편에 직접 부착하기 어려우므로 

웨이브 가이드를 사용하였다. AE센서의 위치는 시

편의 중심으로부터 20mm 떨어진 지점이며, 커플

런트와 고정구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고정장치

의 강철 덮개 중앙부에는 직경 7mm 의 구멍을 내

어 LED 가 복합레진부에 잘 닿아 원활한 중합 작

용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AE 센서와 고정구 사이, 

시편과 고정구 사이에는 두께 0.5mm 의 얇은 고

무판을 삽입하여 기계적 접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차단하였다. 사용한 AE 센서의 작

동 주파수 대역은 100~600kHz 이며 최고 감도 주

파수(peak frequency)는 275kHz 이다. 프리앰프(Pre-

amp)의 게인값(gain)은 40dB 로 하였고, 문턱 전압

값(threshold level)은 25dB로 설정하였다. AE신호의 

측정은 미국 PAC 사의 Mistras 시스템과 MI-TRA 

 
 

Fig. 1 Acoustic emission measurement using a wave 
guide plate and specimen fixtur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검출된 AE 신호 중에서 

지속시간(duration time)이 1㎛ 이하인 신호는 잡음 

처리 하였다. LED 광조사는 20 초 동안 가해지고 

전체 AE 실험은 3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동일

한 시험 조건에서 5번씩 반복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선행연구의 실험결과 

Fig. 2 는 선행 연구(4)에서 Sakaguchi 의 strain 

gage 법을 이용한 복합레진의 중합수축 거동 측정 

결과이다. LED 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레진의 중합 

발열과 복사열로 인하여 인장 거동을 보이다가 약 

10 초 이후부터 압축 거동을 보였다. 압축응력이 

급증하는 거동은 20 초간의 광조사가 끝난 뒤에도 

40 초 가량 더 진행되었으며, 초기 1 분 이후에는 

변형률 값의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

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2). 충전된 복합레진의 수

축시 관통형 링은 탄성 영역 내에 있으므로 링의 

변형률(ε)과 링의 단면부의 임의 반경(r)에서 작

용하는 원주응력(σ)은 선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주응력은 후크의 법칙[식 (1)]으로 

계산 가능하며, 계산된 원주응력과 식 (2)를 이용

하여 링형 시편의 안쪽면(ri)에서 작용한 복합레진

의 수축응력(σcs)을 구할 수 있다(Fig. 3). 
 

σ � Eε                    (1) 

 

σ�� � �Eε
�	


��

�



�
�


                (2) 

 

위 실험 결과로부터 수축이 급격히 진행되는 광중

합 초기 1 분 이내에서 충전된 수복재의 계면박리 

(delamination)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PMMA 보다 높은 수축 응력이 측정된 스테인리스

스틸 링의 계면부에서 파손 및 박리가 일어나기 

쉽고, 많은 AE 신호가 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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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ircumferential strain of the ring substrates 
during the polymerization shrinkage of the 
composite resin  

 
 

 

Fig. 3 The contraction stress of the ring substrates during 
the polymerization shrinkage of the composite 
resin  

 

치아는 재료 형태와 조직의 불균일성 때문에 스트

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수축력 측정 실험이 불가능 

하였지만, Fig. 2와 값은 다르나 유사한 거동을 나

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3.2 음향방출 해석 결과 

Fig. 4(a)는 치아 시편에서 검출된 신호의 시험 

시간에 따른 진폭 분포를 나타낸다. 발생된 신호

의 밀집도에 따라 3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구간 Ⅰ은 중합이 개시된 직후 급격한 중합수축이 

일어난 영역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AE 가 

발생하였다. 구간 Ⅱ와 구간 Ⅲ은 중합수축이 서

서히 진행되면서 최대 중합 수축응력으로 수렴하

는 영역이다. 그 중에서 구간 Ⅱ는 AE 가 거의 발

생하지 않은 영역이며, 구간 Ⅲ은 구간 Ⅱ 이후 

AE 가 다시 발생한 영역이다. 구간 Ⅰ에서 발생한 

AE 는 계면 균열의 발생을 가리키며, 균열 발생으

로 계면부에 집중하는 응력이 크게 완화되어 구간 

Ⅱ에서 AE 발생이 없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Fig. 4 AE peak amplitude distribution versus time in 
composite restoration of the ring substrate (a: 
human dentin, b: PMMA, c: stainless steel) 
during the polymerization contraction 

 
검출된 신호들은 거의 25-40 dB의 진폭을 갖는 돌 

발형의 미약한 신호들이었으며 구간 Ⅲ에서는 

40dB 이상의 신호들이 추가로 검출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4(b)는 PMMA 시편에서 검출된 신호의 시간

에 따른 최대 진폭 분포를 나타내며, 구간의 설정

은 Fig. 4(a)의 치아 시편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

다. 전체적으로 검출된 AE 수가 치아 시편에 비해 

적었으나 구간 Ⅰ에서는 AE 발생 빈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나고, 구간 Ⅱ와 구간 Ⅲ에서 다만 몇 개

의 신호가 검출되었다. 또한 AE 신호 수가 적어

서 구간 Ⅱ와 Ⅲ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Fig. 3 에서 보듯이 PMMA 가 의치(dentu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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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주성분으로써 접착이 용이하고 강성이 

낮아 충분히 압축 변형하기 때문에 수축 응력이 

낮게 발생하여 접착제와 PMMA 링 사이의 계면에

서 크랙의 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검출된 신호

들의 진폭은 25-45dB에 불규칙하게 분포하였다. 

Fig. 4(c)는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에서 검출된 신

호의 시간에 따른 진폭 분포를 나타낸다. 치아 시

편과 동일한 구간을 적용한 결과, 각 구간별 신호

의 분포가 치아, PMMA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구간 Ⅰ에서 신호의 분포가 밀집되어 AE 

발생의 활발성이 입증되었고, 구간 Ⅲ에서 약간의 

신호들이 추가적으로 검출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접착제는 치아 가공면을 부식시켜 거칠어진 표면

에서 얻어지는 미세 물리적 결합을 하도록 하는데, 

스테인리스스틸은 재질의 특성상 치과용 접착제의 

에칭(etching)/프라이머(primer)에 의한 처리가 어렵

고, PMMA 와 치아보다 탄성 계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수축응력이 인장형으로 매우 커서(Fig. 3) 

계면 균열의 발생과 함께 다수의 AE 신호가 검출

되었던 것이다. 

치아의 와동에 충전된 복합레진의 중합 초기 상태

는 레진 기질의 망상구조 형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

은 상태로서 분자들의 이동과 재배치가 가능하여 레

진 기질이 우수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합반응이 진행되면서 복합레진을 구성하고 있는 

모노머(monomer) 사이의 거리가 0.3 ~0.4nm 반데르발

스 간격으로부터 약 0.15nm 공유결합 간격으로 변환

되어 기질의 유동성은 감소하고 단단한 탄성체로 전

환되는 젤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6) Sakaguchi 등은 

복합레진의 수축을 젤화점 이전에 진행하는 pre-gel 

수축과 젤화점 이후에 진행하는 post-gel 수축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의 중합수축 응력은 post-gel 수

축과정 중에 형성된다고 하였다.(7) Fig. 2의 결과로부

터 본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의 젤화점은 광중합 

시작부터 약 5초 정도로 사료된다. 

젤화점 이후 중합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기질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탄성계수가 증가하면서 중합수

축으로 형성된 인장형 수축 응력(contraction stress)

도 증가하여 접착 계면에서 결합 분리형 크랙킹 

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구간 Ⅰ에서는 발생한 

AE 의 밀집도가 높았다. 한편, 구간 Ⅲ에서는 Fig. 

3 의 결과와 같이 복합레진의 중합 반응 진행에 

따라 발생된 최대 수축 응력이 수복된 치아에 지

속적으로 작용하면서 치아의 상아질(dentin)에 존

재하였던 모세관과 수분의 영향으로 계면 분리형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PMMA 보다 많은 AE 신호

가 검출되었다. PMMA 시편은 복합레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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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E first peak frequency distribution versus time in 
composite restoration of the ring substrate (a: 
human dentin, b: PMMA, c: stainless steel) during 
the polymerization contraction 

 
접착성이 우수하고 치아와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보

다 변형에 유연하여 AE 의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구간 Ⅲ에서의 계면분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스테인리스스틸 시편은 PMMA 와 치아보다 접착

제와 결합 강도가 낮아서 젤화점 직후에 가장 많

은 AE 가 발생하고 구간Ⅰ에 집중되어 구간 Ⅲ에

서의 AE 발생이 적었던 것이다. 

Fig. 5 는 각 시편에서 발생한 AE 신호의 1 차 

중심 주파수 (first peak frequency) 분포를 나타낸다. 

1 차 중심 주파수를 기준으로 100-200kHz 의 저주 

파수와 240-400kHz 의 고주파수 영역의 신호들로 

나눌 수 있었다. PMMA 시편에서는 전체적으로 

100-200kHz 의 신호들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레진  



  

 

 

Fig. 6 SEM taken from the marginal gap 
region of composite resin
interface

 

 

의 계면부에서

치아와 스테인리스

한 240-400kHz

따른 복합재

급격한 파괴로

을 사용하여

발생원인 접착제

면의 크랙으로부터

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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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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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taken from the marginal gap 
region of composite resin-human mola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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