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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복합레진의 중합과정은 수축을 동반하게 되며 이로 인해

치아와 수복물의 계면사이에 응력을 발생시키고1,2) 그 결과

복합레진의 물리적 성질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3-5) 변연누

출, 술후 과민증, 이차우식 및 미세 파절과 같은 문제점을 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8). 따라서 복합레진의 중

합 수축 응력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9-15).

세라믹 수복물에서 항복강도보다 낮은 외력을 받을

때 파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표면잔류응력을 생각할 수 있

다16, 17). 이런 현상은 복합레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수복물의 마무리 및 연마과정에서 발생한 결함부

위에서부터 시작된 파절이 잔류응력에 의해 더욱 급속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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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될 수 있다. 중합수축이 일어난 후 복합 레진 내에는 중합

수축에서 기원한 응력이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를

“잔류응력”이라 한다18). 수복물에 가해지는 총힘은 외부에

서 가해지는 힘과 내부에 남아있는 응력의 합으로 결정이

되며 수복물의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합체 (composite)의 경우 기질과 충전재의 서

로 다른 두 가지 재료가 섞여 있어 그 분석이 어렵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잔류응력에 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strain gage 법, layer removal 법, ring slitting 법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ring slitting 법을 변형한

방법으로 복합레진의 잔류응력을 측정하고자 하 다. 이러

한 방법은 1997년 Seif 등19)이 두꺼운 파이프에서 실험적

방법과 이론적 방법을 통해 그 효율성을 증명하 고, 이후

얇은 파이프에 적용하여 단순화 시킨 잔류응력 측정 공식을

보고하 다20). 또한 최근에 치과 역에서 치과용 복합레진

의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이 쓰여질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21,22). 

본 연구에서는 ring sl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임상

에 소개된 나노 충진형 복합레진간의 잔류응력을 비교하고

자 하 다. 

Ⅱ. 연구재료 및 방법

조군으로 microhybrid-type의 혼합형 복합레진인

Z250 (3M ESPE, St. Paul, MN, USA)을 이용하 고

Nanofilled 복합레진으로 Grandio (Voco, Cuxhaven,

Germany) Filtek Supreme (3M ESPE, St. Paul, MN,

USA), 그리고 Ceram-X (Dentsply/deTrey, GmbH,

Konstanz, Germany)를 이용하 다 (Table 1). 

금속으로 내경 16.50 ㎜, 외경 17.83 ㎜의 복합레진 링을

만들 수 있도록 몰드를 제작하 다 (r/t = 12.9, thin-

ring). 여기에 복합레진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어넣고 광조사기 (Triad II, Dentsply, Milford, DE,

USA)로 80초간 광중합하 다. 몰드에서 1차 중합된 복합

레진 링을 제거하고 80초간 2차 중합을 실시하여 가능한 완

전한 중합을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중합된 링을 날카로운

외과용 칼을 이용하여 파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거하

고 편평한 면에 위치시킨 후 유성펜으로 칠한 뒤 여기에 약

3 ㎜ 정도 되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표시하여 두 개의 기준

점을 표시하 다. 

이것을 광학현미경 (SMZ-10, Nikon, Tokyo, Japan)

하에 놓고 디지털 카메라 (D70s, Nikon, Tokyo, Japan)

로 사진을 촬 하여 절단하기 전의 상을 얻고, 바로 절단하

여 (10분 이내) 중합 후 10분 이내, 1시간 후, 24시간 후

Table  1. Characterization of the resin composites tested 

Resin Composite 
Classification Basic Composition Particle Size

Filler Loading 

(Manufacturer) (vol %)

Z250 Microhybrid Zirconia/Silica filler Glass filler 60.0

(3M Espe) bis-GMA, bis-EMA, UDMA, TEGDMA 0.19 - 3.3 ㎛

Grandio (Voco) Nanohybrid Ba-Al-Borosilicate glass filler, silica Glass filler: 0.1 - 2.5 ㎛ 71.4

nanofillers, bis-GMA, TEGDMA Nanofillers: 20 - 60 nm 

Ceram-X mono Nanohybrid Functionalised silicon dioxide nanofiller, Glass filler : 1.1 - 1.5㎛ 57.0

(Dentsply deTrey Ba-Al-Borosilicate glass, methacrylate-modified

GmbH) polysiloxane, dimethacrylate resin, methacrylate Nanofillers: 2.3 and 10 nm 

Filtek Supreme Nanofilled Zirconia/silica cluster filler, Nanofillers: 5 - 20 nm 57.7

(3M Espe) bis-GMA, bis-EMA, UDMA, TEGDMA Clusters: 0.6 - 1.4 ㎛

bis-GMA, bisphenol glycidyl methacrylate; bis-EMA, bisphenol A polyethylene glycol diether dimethacrylate; UDMA,

urethane dimethacrytate, TEGDMA, tetra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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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촬 하여 두 기준점간의 거리변화를 상분석 장

치를 통해 측정하 다 (Scion Image Beta 4.02, Scion

Co., Frederick, MA, USA). 

거리의 변화로부터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circumfer-

ential residual stress (σθ)를 계산하 다 (Seif and

Short, 2002):

a = inner radius of composite ring

b = outer radius of composite ring

r = radius measured at a point of the ring thick-

ness

Mr = residual moment

α= change in angle between the two points

E = elastic modulus of the composite 

δo = distance between the two point before cutting

δf = distance between the two point after cutting.

식 (5)를 이용하여 average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σθave)를 계산하 다.

σθin: residual stress when r = a

σθout: residual stress when r = b

잔류응력값은 일변량분석법과 Tukey’s test (< 0.05)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 다. 

Ⅲ. 결 과

측정된 평균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값은 Table

2에 나와 있다. 

링을 절단한 후 나타나는 잔류응력은 링 절단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다. 

10분 경과한 군과 1시간 경과 후 측정한 군에서는 Filtek

Supreme이 Z250이나 Ceram-X보다 높은 잔류응력을 보

여주었고, 24시간 경과한 군에서는 Filtek Supreme이 나

머지 군보다 높은 잔류응력을 보여주었다. 

Ⅳ. 총괄 및 고안

이전의 연구에서 링을 이용한 방법이 복합레진에서 비교

적 간단하게 잔류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21,22).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소개되고 있는 나노충전형 복합레진의 잔류응력을 비

Figure 1. Geometry of the expermental ring before and after slitting. 

(5)

(2)

(1)

(3)

(4)

α

α 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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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 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링을 이용한 잔류응력의 측정에서

잔류응력 값은 재료의 탄성계수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Z250의 경우 탄성계수 값이 11.5 GPa로 Ceram-X의 6.9

GPa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잔류응력은 Ceram-

X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재료의 충진재의 함량이

Ceram-X에서 적고, microfiller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 적

으로 더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반 로

Grandio의 경우 충진재의 비율이 10%이상 높기 때문에 높

은 탄성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잔류응력도 같은

nanohybrid 타입인 Ceram-X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Ceram-X와 Filtek Supreme의 경우 57%의 충진재

함량을 가지지만 Filtek Supreme이 더 높은 탄성계수와

잔류응력 값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한 요소 외에 중합수축 양, 기질의 조성, 중합

속도, 충진재의 silane처리 방법 등에 의해 중합수축 응력

및 잔류응력의 발생에 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복합레진

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의 해소과정에도 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한 체계적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초기의 thick-walled 링 신 thin-

walled 링을 이용하 고, 이전의 실험이 중합 직후 절단한

군과 중합후 24시간 경과후 절단한 군을 비교하 으나, 재

료간에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10분 후 절단하는 것이 더 적

합한 것으로 보여22) 10 분 후 절단한 조건만 시험하 다. 

본 실험에서 나노 충진재를 사용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에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Z250과 Filtek

Supreme의 경우 유사한 기질과 충진재 성분을 가지고 있

지만 잔류응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결국

충진재의 표면 처리 및 입자크기에 의한 차이로 보이며23) 나

노크기의 원형 충진재를 사용한 Filtek Supreme이 중합과

정 중 더 많은 잔류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실험에서 Heliomolar와 Z100간에

잔류응력의 차이가 입자의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보고22)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므로 이에 한 검증이 필

요하다. 나노 충진재를 함유한 복합레진은 nanohybrid와

nanofilled로 구별할 수 있는데 nanohybrid의 경우 충진재

의 함량을 높여 중합 수축을 줄일 수 있다고 제조사에서 주

장하지만 Grandio에서 볼 수 있듯이 충진재의 양을 늘리면

탄성계수가 같이 상승하여 잔류응력 측면에서는 동반하여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나노충진재를 함유한 복합레진

이 제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합수축과 중합수축 응력의

측면에서 기존의 미세입자형 복합레진보다 유리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Filtek Supreme의 경우 오히려

높은 잔류응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재료의 선택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재료의 파절에 한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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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수복물에 가해지는 총힘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내부에 남아있는 응력의 합으로 결정이 되며 수복물의 실패

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ing sl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최근 임상

에 소개된 나노충진형 복합레진간의 잔류응력을 비교하 다. 

실험에 사용한 복합레진은 조군으로 microhybrid-type인 Z250과 nanofiller를 함유한 Grandio, Filtek

Supreme, Ceram-X 를 이용하여 복합레진 링을 제작하고 2개의 기준점을 표시한 후 이 사이의 거리를 링 절단 전과

후에 각각 측정하여 거리 변화를 측정하 다. 거리의 변화로부터 average circumferential residual stress (σθ)를 계

산하 다. 10분과 1시간 경과 후 측정한 군에서는 Filtek Supreme이 Z250이나 Ceram-X보다 높은 잔류응력을 보여

주었고, 24시간 경과한 군에서는 Filtek Supreme이 나머지 군보다 높은 잔류응력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 결과에 의하면 nanofiller를 함유한 복합레진의 잔류응력은 조군으로 사용한 Z250보다 높거나 같은 값을

나타냈으며 거의 비슷한 기질조성을 가진 Z250과 Filtek Supreme을 비교했을 때 Filtek supreme이 모든 측정시간

에서 높은 잔류응력을 보여주었다. 

주요단어 : 잔류응력, 복합레진, 나노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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