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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광원의 종류와 조사시간에 따른 Fiber-Reinforced
Composite의 중합강도의 비교

근래 들어 교정영역에 있어서 고정원 보강과 여러 치아를 한꺼번에 움직일 목
적으로 치아를 서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이때 치아들의 강한 결합을 얻기 위
하여 Fiber-ReinforcedComposite(이하 FRC)를 사용할 수 있다.FRC의 광중합은
제조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나,최근에 새로운 광원이 개발되어 이에 따른 중합
시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할로겐 광(XL2500,3M,St.Paul,USA)과 새로운 중합

광원인 LightEmitting Diode (이하 LED,Elipar Free Llight,3M,Seefelt,
Germany)와 플라즈마 광 (Flipo,LOKKI,Lyon,France)의 조사시간을 변화시킴으
로써 광원의 종류와 조사시간에 따른 FRC의 중합강도를 비교함에 목적이 있다.
20mm의 FRC을 직경 0.5mm 제작해서 만든 시편에 각각 할로겐 광을 20,30,

40,60초,LED를 5,10,15,20초 그리고 플라즈마 광을 3,4,6,9초 동안 조사시간
을 변화를 주어 중합시킨 후,24시간이 지난다음 3점 굽힘 강도를 측정하였다.최
대중합강도는 할로겐,LED,플라즈마에 대해 각각 2.35N,3.23N,1.92N이었으
며,그 정도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할로겐은 최소 30초,LED는 최소 10초,플라즈
마 광은 9초 이상 중합해야 한다.LED에서 가장 높은 강도가 나왔으며,플라즈마
에서 가장 낮은 중합강도를 보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는 FRC의 중합 시 LED와 할로겐 광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며,

플라즈마 광의 경우 임상적으로 추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요단어 :할로겐,LED,플라즈마,Fiber-ReinforcedComposite,중합시간,중합강도



- 1 -

광광광원원원의의의 종종종류류류와와와 조조조사사사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FFFiiibbbeeerrr---RRReeeiiinnnfffooorrrccceeeddd
CCCooommmpppooosssiiittteee의의의 중중중합합합강강강도도도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최광철 부교수 )

조 영 채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교정치료에서 강한 고정원이 필요한 경우 치아를 연결해야 할 경우가 있다.과
거에는 강한 결합을 얻기 위해서 금속 casting을 이용하여 치아를 연결시키거나
굵은 교정용 선재를 passive하게 브라켓에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비심미적이며 브라켓과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라켓과 와
이어간의 play로 인하여 견고한 splinting을 얻기가 힘들었다.최근 개발된
Fiber-ReinforcedComposite(이하 FRC)는 치아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우수한 물
질적 성질을 제공한다.[1,2]

조절된 상태 하에서 부분적으로 중합된(Pre-Preg)연속적인 longFRC는 최종중
합을 하기 전에 쉽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성형성을 가지고 있다.[3,4]Pre-Preg란
polymer와 fiber가 섞여진 형태로써 부분적으로 중합된 상태이다.따라서 원하는
형태로 성형하기 쉽고 fiber의 양을 많이,그리고 fiber의 배열을 치밀하게 하여 기
존 수작업에 의한 방법보다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이러한 Pre-Preg형태는
porcelain-metalbridge,chair-side bridge,endodontic posts,그리고 치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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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nts등 다양하게 치과치료에 있어서 이용되어져 오고 있다.[5,6,7]

기존에는 polymer나 FRC를 중합시키는데 필요한 광원으로 할로겐 광을 많이
이용하였다.극도로 얇은 텅스텐 필라멘트에 전류를 통과시켜 온도가 수천도로 증
가 하였을 때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상당량의 radiation이 발생된다.[8]할로겐 광
의 스펙트럼은 넓은 파장범위의 radiation을 방출하고,청색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부위의 스펙트럼은 여과되어야한다.에너지의 대부분은 사용되지 못
하게 되고,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게 된다.[9]전구의 수명문제와 중합시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최근 LED와 플라즈마 광중합기가 개발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LED의 사용은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고,최근 이를 이용한 광중합기가 소개되
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LED는 할로겐광과는 달리 전자의 이완에 의해 발생
된다.이 다이오드는 각각 “N-doped”와 “P-doped”로 불리는 두개의 반도체의 조
합으로 구성된다.N-doped반도체는 과도한 전자를 가지고 있고 P-doped반도체
는 전자가 부족하거나 hole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두 형태의 반도체가 접합되
고 전압이 가해졌을 때 N-doped의 전자가 P-doped의 hole로 이동된다.이런 이
동의 결과로 특이한 파장의 radiation이 방출되며,[10,11]이것은 전기를 빛의 형태
로 전환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LED로부터 나오는 빛은 좁은 스펙트럼의
범위를 가지고,방출되는 스펙트럼의 95%는 중합하기에 적절한 440nm에서
500nm 사이에 위치한다.따라서 LED는 이런 특정 파장범위의 빛 발생으로 인해
높은 에너지 전환율을 가진다.[9,11,12] 플라즈마 광은 xenon이 들어있는 구내부에
두 전극이 매우 가깝게 위치되어 있어 높은 전압이 적용될 때 광이 양전극사이에
서 발생하게 된다.이 빛은 이온화된 분자와 기체 상태 화합물로 구성된 glowing
plasma로 방출되고 할로겐 광과 비슷한 스펙트럼을 발산함으로써,할로겐 광에 비
하여 4배 이상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다.[11,13,14,15]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광원을 각각 4그룹의 다른 조사시간으로 나누어
FRC의 중합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각 그룹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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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시편은 Pentron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FiberKor2K (Pentron,Wallingford,
USA)를 사용하였고 광원으로는 할로겐 광(XL 2500,3M,St.Paul,USA),
LED(EliperFreeLight,3M,Seefelt,Germany),플라즈마 광(Flipo,LOKKI,Lyon,
France)을 사용하였다.조사시간은 각 광원마다 4그룹으로 나누었다.할로겐 광의
경우 20초,30초,40초,60초로 나누었고,LED의 경우 5초,10초,15초,20초로,플
라즈마의 경우 3초,4초,6초,9초 시행하였다.(Table2-1)

Table2-1Lightsourcesusedintheexperiment

Lightsources Exposuretime
(second) Number Total

Halogen

20 10

40
30 10
40 10
60 10

LED

5 10

40
10 10
15 10
20 10

Plasmaarc

3 10

40
4 10
6 1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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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222...222...111...시시시편편편제제제작작작
150mm의 FRC를 20mm의 길이로 각각 잘라 1strip을 약 0.5mm의 직경이 되

도록 둥그렇게 말아서 편평한 흰색 아크릴릭 판에 위치시킨 후 각각 3부위로 나
누어 광중합을 시행하였다.광중합이 완료된 시편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플라스틱
박스에 24시간 보관하였다.(Fig.2-1A,B,C)

A.TheprocessmakingFRCbar B.Lightcuring

C.FRCbar
Fig.2-1Preparationof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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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333점점점 굽굽굽힘힘힘 강강강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만능물성시험기(Instron)에 시편을 올려놓은 후 분당 1.5mm의 crossheadspeed

로 하중을 가하여 maximum load값(N)을 측정하였다.(Fig.2-2)

Fig.2-2Universaltestingmachine(Instron)

222...333...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조사시간의 차이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wayANOVA를 이용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다음,repeatedANOVA를 이용하여 각 군간의 차이
를 검증하였다.유의차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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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333...111...333점점점 굽굽굽힘힘힘강강강도도도

각각의 광원을 이용한 광중합 시 광중합시간에 따른 3점 굽힘 강도는 다음과
같았다.(Table3-1,Fig.3-1)

Table3-1Strengthdependingonthelightcuringtimeanddifferent
typeinlightsources

Lightsources Exposuretime
(second)

Meanstrength
(Newton) S.D.

Halogen

20 1.35 0.19
30 1.86 0.13
40 1.98 0.20
60 1.96 0.21

LED

5 1.81 0.15
10 2.73 0.10
15 2.42 0.54
20 2.35 0.41

Plasmaarc

3 0.17 0.15
4 0.38 0.22
6 0.47 0.25
9 1.00 0.52

할로겐광의 경우 20초 조사 시 1.35N ,30초에서 1.86N,40초에서 1.98N,60
초에서 1.96N의 평균값이 나타났고,5%의 유의수준에서 분산검정을 시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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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룹 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고(P＜0.05),20초보다는 30,40초에서 더 높은
강도를 보였다.30초와 40초 사이,그리고 40초와 60초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
다.(P＞0.05)
LED의 경우 5초 조사 시 1.81N,10초에서 2.73N,15초에서 2.42N,20초에서

2.35N의 평균값을 보였고,5초와 10초,15초,20초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10초와 15초 사이,그리고 15초와 20초 사이에서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
다.(P＞0.05) LED에서는 5초보다 10,15,20초에서 더 높은 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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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Diagram ofthestrengthdependingonthelightcuringtime
anddifferenttypeinlightsources

플라즈마의 경우 3초 조사 시 0.17N,4초에서 0.38N,6초에서 0.47N,9초에
서 1.00N의 평균값을 보였고,3초와 4초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3초와 6
초,3초와 9초 사이에는 유의차가 있었다.4초와 6초,6초와 9초 사이에는 유의차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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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그그그룹룹룹간간간의의의 평평평균균균강강강도도도 비비비교교교

할로겐,LED,플라즈마 세 그룹간의 평균으로 강도를 살펴본 결과 할로겐은
1.79N,LED에서는 2.33N,플라즈마에서는 0.51N으로 LED,할로겐,플라즈마
순으로 높은 강도를 보였다.(Table3-2)

Table3-2Thestrengthdependingondifferentlightsource

Lightsources Meanstrength
(Newton) S.D.

Halogen 1.79 0.31

LED 2.33 0.48

Plasmaarc 0.51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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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FRC는 치아 이동을 위한 anchorageunit를 형성하기 위해 치아들을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FRC strip은 Pre-Preg상태로 제공되어져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난 후 최종중합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다.
할로겐광은 기존의 polymer를 중합시키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기존

의 할로겐 램프는 수명이 약 100시간 정도로 제한적이며,광중합기가 작동되는 동
안 발생하는 과도한 열 때문에 전구 반사경,필터 등이 노화되고 이로 인해 광중
합기의 중합효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된다.그로 인하여,수복재의 물성이 충
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조기 실패의 가능성이 증가한다.[11,16]

그 후 플라즈마 광이 소개되었으나,Robert등[17]은 플라즈마 광으로 3초간 중합
된 레진은 할로겐 광으로 40초간 중합된 경우에 비해 시편의 상,하면 경도가 모
두 낮았다고 하였고,Ergle과 Rueggeberg[18]도 3초간 중합한 경우 아르곤레이저나
할로겐 광으로 중합한경우보다 레진의 경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하였다.
가장 최근 Mills[19]는 LightEmittingDiode(LED)를 치과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

안하였다.LED는 광강도의 유의한 감소 없이 수명이 10,000시간 이상 반영구적으
로 지속되며 진동이나 충격에도 강하다.[20,21,22] 가장 중요한 것은 LED 광의 스
펙트럼은 대부분 치과 광 개시제의 파장영역에 근접되어 있다는 점이다.LED로부
터 방출되는 에너지는 camphoroquinone의 최고흡수 파장영역인 450~470nm 사이
에 분포하여 LED 광의 거의 100%가 레진을 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9,11,12]

이 연구는 기존의 할로겐 광과 LED와 플라즈마의 각각 다른 광원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조사시간에 따른 중합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임상에서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 시도 되었다.할로겐 광 그룹 내의 비교에서 20초,30초,40초,60초
그룹간의 유의차가 있었으며,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LED 그룹 내의 비교에서는 5초와 10초,15초,20초 사이에는 유의차가 있었
으나,10초,15초 사이 그리고 15초와 20초 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플라즈마 그룹 내의 비교에서는 3초와 4초 그룹에서 유의차가 없었고,3초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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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초와 9초사이의 그룹에서는 유의차가 있었다.4초와 6초,6초와 9초 사이에서
는 유의차가 없었다.광원전체 평균강도로 본 비교에서 LED가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할로겐이 그다음,그리고 플라즈마 광은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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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요요요약약약

20mm의 FRCstrip을 0.5mm 두께로 말아서 서로 다른 세 가지 광원으로 조사
시간을 달리하며 중합시킨 후 24시간이 지나 만능 물성기를 이용하여 3점 굽힘강
도 실험을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할로겐 광에서는 20초,30초,40초,60초에서 조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
가 증가 하였고,30초,40초,60초 사이에서는 비슷한 강도를 보였다.

2.LED에서는 5초와 10초,15초,20초에서는 강도의 차이를 보였으나,10초,15
초,20초 사이에서는 비슷한 강도를 보였다.

3.플라즈마에서는 3초와 4초는 비슷한 강도를 보였으나,6초,9초에서는 강도
가 증가 하였다.

4.전체 강도 평균에서는 LED이 가장 크고,그 다음으로 할로겐,플라즈마 순
으로 높은 강도가 나타났다.



- 12 -

참참참고고고 문문문헌헌헌

1.FreilichMA.,KarmakerAC.,BurstoneCJ.,GoldbergAJ.,"Developmentand
clinicalapplication ofa light-polymerized fiber-reinforced composite",J.,
ProsthetDent.,1998;80;311-8.

2.GoldbergAJ.,BurstoneCJ.,"Theuseofcontinuousfiberreinforcementin
dentistry",Dent.Mater,1992;8:197-202.

3.FreilichMA.,DuncanJP.,MeiersJC.,GoldbergAJ.,"Clinicalevaluationof
fiber-reinforced fixed partialdentures:preliminary data[abstract2218]",J
Dent.,Res.,1999;78:383.

4.PatelA.,BurstoneCj.,Goldberg AJ.,"Clinicalstudy offiberreinforced
thermoplastics as orthodontic retainers [abstract 87]", J Dent., Res.,
1992;71:526.

5.FreilichMA.,KarmakerAC.,BurstoneCJ.,GoldbergAJ.,"Flexurestrength
of fiber-reinforced composites designed for prosthodontic application
[abstract]",J.,Dent.Res.,1997;76:138.

6.KarmakerAC.,DiBenedettoAT.,GoldbergAJ.,"Extentofconversionand
itseffectonthemechanicalperformanceofBis-GMA/PEGDMA-basedresins
and theircompositeswith continuousglassfibers",J.,MaterSci.,Mater
Med.,1997;8:369-74.

7.Karmaker AC.,Freilich MA.,Burstone CJ.,Goldberg AJ.,Prasad A.,
"Performance of fiber-reinforced composites intended for prosthodontic
frameworks[abstract]",Proceedingsofthe 23rd AnnualMeeting ofSoc.
Biomaterials,1997 Apr30-May4,New Orleans,St.,paul,MinnSociety of
Biomaterial,s.p.231.

8.AlthoffO.,HartungM.,"Advancesinlightcuring",Am.J.Dent.,13:77-81,
2000.



- 13 -

9. FujibayashiK.,IshimaruK.,TakahashiN.,etal.,"Newlydevelopedcuring
unitusingbluelightemittingdiodes",DentJap.,34:49-53.1998.

10. Nakamura S., Mukai T., Senoh M., "Candela-class high-brightness
InGaN/AlFaN doble-hetero structurebluelightemitting diodes",Appl.
Phys.Lett.,64:1687-1689,1994.

11.권민석,정태성,김신,"광원의 유형에 따른 광중합수복재의 중합양상",대한소
아치과학회지,30(2),229-230,2003.

12.KurachiC.,YuboyAM.,MagalhaesDV.,etal.,"Hardnessevaluationofa
dentalcompositepolymerizedwithexperimentalLED-baseddevices",Dent
Master,17:309-315,2001.

13.PeutzfeldtA.,SahafiA.,AsmussenE.,"Characterizationofresincomposites
polymerizedwithplasmaarccuringunits",Dent.Mater,16:330-336,2000.

14.Oesterle LJ.,Newman SM.,ShelhartWC.,"Rapid curing ofbonding
composite with axenos plasma arc light",Am.J.Orthod Dentofacial
Orthop.,119:610-616,2001.

15.HofmannN.,HugoB.,SchubertK.,"Comparisonbetweenaplasmaarc
lightsource and conventionalhalogen curing units regarding flexural
strength,modulus,andhardnessofphotoactivatedresincomposites",Clin.
OralInvestig.,4:140-147,2000.

16.Martin FE.,"A surveyoftheefficiencyofvisiblelightcuringunits",J.
Dent.,26:239-243,1998.

17.RobertsSB.,PuckettAD.,InmanCC.,etal."Comparisonofplasmaarc
andconventionalhalogenlightcuringunits",J.Dent.Res.,79(specialissue)
abstractno.1802,2000.

18.ErgleJW.,RueggebergFA.,"Compositedepthsofcureusingavarietyof
curingsources",J.Den.tRes.,79(specialissue)abstractno.1804,2000.

19.MillsRW.,"Blue lightemitting diodes-an alternative method oflight
curing?",Br.Dent.J.,178:169,1995.



- 14 -

20.MillsRW.,JandtKD.,AshworthSH.,"Dentalcompositedepthofcurewith
halogenandbluelightemittingdiodetechnology",Br.Dent.J.,186:388-391,
1999.

21.Jandt KD.,Mills RW.,Blackwell GB.,et al.,"Depth of cure and
compressivestrengthofdentalcompositescuredwithbluelightemitting
diodes",Dent.Mater,16:41-47,2000.

22.StahlF.,Ashworth SH.,JandtKD.,etal.,"Light-emitting diode(LED)
polymerization of dental composites: flexural properties and
polymerizationpotential",Biomaterials,21:1379-1385,2000.



- 15 -

AAABBBSSSTTTRRRAAACCCTTT

TheComparisonBetweenStrengthof
Fiber-ReinforcedCompositeinAccordancewith

DifferentLightSourceandTime

YoungChaeCho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AssociateProfessorKwangchulChoy)

Recently fiber reinforced composites(FRC) are widely used to improve
mechanicalpropertiesinsplintingofteethforanchorageandactiveunit.
ThepurposeofthisstudywastocomparethestrengthofFRCbychanging

thelightsourcesandexposuretime.
Thelightsourcesused inthisstudywerehalogenlight(XL 2500,3M,St.

Paul,USA),LED(Elipar Free Light,3M,Seefelt,Germany),and Plasma
light(Flippo,Lokki,Lyon,France).
Aftermaking20mm length,0.5mm thicknessFRC bars,then cured using

differentlightsourceandexposuretime(halogen;20,30,40,60sec.LED;5,10,
15,20sec.Plasma;3,4,6,9sec).
Theresultswereas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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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ximum strength ofFRC was2.35 N(halogen),3.23 N(LED),1.92
N(plasma),andtoobtainthisstrength30sec(halogen),10sec(LED),9sec(plasma)
wasneeded.
And,themeanstrengthwashighestinLED andlowestinplasmaarc.

Consequently,theaboveresultssuggestthatLED andhalogenlightcanbe
clinicallyusefulforcuringofFRC,and plasmalightwasnotrecommended
clinically.

KeyWords:Strength,HalogenLight,LED Light,PlasmaArcLight,
Fiber-ReinforcedComposite,LightCuring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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