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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와와와동동동의의의 형형형태태태가가가 상상상아아아질질질과과과 복복복합합합레레레진진진 사사사이이이의의의 결결결합합합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복합레진의 중합 시에 접착계면에서 발생하는 수축 응력은 와동의 형태, 특히 

수복물의 접착면적과 비접착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Configuration factor, 즉 

C-factor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고 따라서 C-factor가 복합레진의 접착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는 C-factor가 전체 수복물의 유지력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제 6세대의 self-etching system을 사용하여 접

착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와동 형태를 변화시켜서 C-factor를 다르게 한 후 탈

락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식이 없는 건전한 대구치 100개를 선정하여 C-factor가 각각 0.7, 1, 2.3, 

4.9인 4개의 실험군과 C-factor 0.2인 대조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군의 접착면적이 

약 36 mm
2
가 되도록 통일하였다. 각 군별로 총 20개의 치아를 할당하였으며 복합

레진에 따라 다시 2개의 소군에 치아 10개씩을 배정하였다. 교합면과 인접면의 법

랑질을 삭제하여 상아질을 노출시킨 후 대조군인 C-factor 0.2군은 와동을 형성하

지 않고 평면에 복합레진을 축조하고 실험군은 그룹별 와동 크기에 맞게 와동을 형

성하였다. 제조사의 지시대로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후 광중합한 후 0.5 mm 직경

의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넣고 치아장축에 평행하도록 복합레진으로 수복한 후 

60초간 광중합하였다. 상아질 접착제와 복합레진은 Xeno Ⅲ와 Esthet-X, 또는 

AQ Bond Plus와 Fantasista를 사용하였다. 이후 치아 시편들은 24시간 동안 생리 

식염수에 보관하였다. 만능 시험기 (Instron3366, Instron Inc.,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0.5 mm/min의 crosshead speed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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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하였다. 시편의 파절이나 탈락이 일어나기까지 최대의 값(N)을 기록하고, 

one-way ANOVA와 Tukey test, 그리고 T-test로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와동의 형태를 띠는 모든 실험군 사이에서는 C-factor의 변화와 접착력 사이

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p>0.05).

2. 대조군인 C-factor 0.2군은 다른 모든 C-factor 군에 비해 큰 접착력을 보였

다 (p< 0.05).

3. AQ Bond Plus군에서 C-factor 4.9군은 C-factor 0.7 군과 1군에 비해서 높

은 접착력을 보였다 (p< 0.05).

4. 같은 C-factor상에서 C-factor 0.7군을 제외하고는 두 접착시스템 사이의 접

착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본 실험의 제한적 상황에서 얻은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와동 내에 6세대의 

self-etching system을 사용하여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경우 와동의 C-factor

가 수복물의 유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핵심되는 말: C-factor, 상아질 접착제, 탈락력, 수축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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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의 형태가 상아질과 복합레진 사이의 결합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 노노노 병병병 덕덕덕>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김김 보보보 경경경

I.서 론

복합레진은 개선된 물성과 우수한 심미성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는 수복재이지

만, 단량체가 중합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자 간 간격이 감소하면서 필연적으

로 발생하게 되는 중합수축은 여전히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합레진을 충

전하여 와동저 및 와동 벽에 결합이 일어나면 중합되는 과정에서 레진이 수축하

고 와동 벽을 당기게 된다 (Davidson 등, 1984). Feilzer 등은 이 현상이 와동

의 형태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이를 cavity configuration 

factor, 또는 C-factor라고 명명하였다 (Feilzer 등, 198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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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는 수복물이 와동 벽과 접착되는 면, 즉 flow가 제한되는 면과 와동 

벽과 접착되지 않는 면, 즉 flow가 가능한 면의 비율, 다시 말해 접착면적과 비

접착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Feilzer 등이나 Alster 등에 따르면 중합의 초기 

단계에 와동 벽과 접착하지 않는 면은 flow에 의한 소성 변형을 일으키면서 응

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Feilzer 등, 1993; Alster 등, 1997)

복합 레진의 결합력이 이러한 C-factor와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1999년 Yoshikawa 등은 Clearfil Liner Bond Ⅱ, 

One-step, Super-Bond D Liner를 사용하여 microtensile bond test를 시행

한 결과 상아질 깊이가 같을 때 C-factor 1에 비해 C-factor 3에서 값이 통계

학적 유의차 있게 적은 것은 Super-Bond D Liner의 한 경우에서만 관찰되었

다고 하였다 (Yoshikawa 등, 1999). 2004년 Choi 등도 마찬가지로 bovine 

teeth를 사용하여 C-factor를 변화시키면서 microtensile bond test를 시행한 

결과 C-factor가 1, 2.3, 3, 3.7로 증가할수록 microtensile bond strength가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Clearfil AP-X를 사용해 편평한 면

에 접착시킨 C-factor 1의 경우에서만 나타났고 와동 내로 충전한 C-factor 2.3 

이상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Choi 등, 2004).  2003년 Mallmann 등은 

C-factor 1과 C-factor 5 사이의 microtensile bond strength의 차이를 실험

한 결과 C-factor의 변화가 total-etch adhesive system인 Excite에는 영향

을 미쳤으나 self-etching system인 Clearfil SE Bond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연구는 모두 microtensile bond test라는 실험방식을 통해 시

행되었으며 접착면의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C-factor를 변화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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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C-factor 군마다 접착면의 면적이 모두 다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결합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인 만큼 접착되는 면적의 크기를 실험군마다 동일

하게 설정한 환경 내에서 강도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1994년 Sano 등이 작은 접착 면적을 이용한 microtensile bond test를 통해 레

진의 접착 강도를 일관성 있게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대다수의 레진의 접

착 강도 실험에서 microtensile bond strength를 이용하였다. 그는 microtensile 

bond test의 장점으로 한 개의 치아에서 여러 개의 시편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작

은 면적을 이용하므로 와동의 여러 부분들의 국소적인 결합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Sano 등, 1994). 그러나 이 방법은 와동의 국소적 결합강도를 보

여주기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와동의 1-2 mm
2 

정도에 해당되는 좁은 접착 

면적의 인장 강도가 실제 임상에서 와동을 형성하고 레진을 충전하였을 때 그 전체

적인 유지력 및 접착강도를 설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와동의 형태가 전체 수복물의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고자 제 6세대의 self-etching system을 사용하여 접착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와동 형태를 변화시켜서 접착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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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재료 및 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 접착 시스템은 Table 1과 같다. 복합 레진은 접착 

시스템과 동일한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는 접착 시스템의 

화학적 특성을, Table 3에서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접착 시스템의 적용방법을 

정리하였다. 

Table Table Table Table 1. 1. 1. 1. Adhesive Adhesive Adhesive Adhesive systems systems systems systems and and and and composites composites composites composites used used used used in in in in this this this this studystudystudystudy

ProductsProductsProductsProducts Batch Batch Batch Batch No.No.No.No. ManufacturerManufacturerManufacturerManufacturer pH pH pH pH 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

AQ AQ AQ AQ Bond Bond Bond Bond PlusPlusPlusPlus MT1 Sun Medical, Japan 2.5 1 bottle, 1 sponge

FantasistaFantasistaFantasistaFantasista 070221-4 Sun Medical, Japan

Xeno Xeno Xeno Xeno ⅢⅢⅢⅢ 606.67.293
DENTSPLY, 

Germany
1.4 2 bottles

Esthet-XEsthet-XEsthet-XEsthet-X 630219Y
DENTSPLY,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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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2. 2. 2. 2. Chemical Chemical Chemical Chemical compositions compositions compositions composition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adhesive adhesive adhesive adhesive systemsystemsystemsystem

Adhesive Adhesive Adhesive Adhesive 

systemsystemsystemsystem
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

AQ AQ AQ AQ Bond Bond Bond Bond 

PlusPlusPlusPlus

Base Sponge activators

acetone, water, 

4-methacryloxyethyltrimellitate 

anhydrid, urethane 

dimethacrylate, 

monomethacrylate

p-toluensulfinic acid sodium 

salt, aromatic amine

XenoXenoXenoXenoⅢⅢⅢⅢ

Liquid A Liquid B

HEMA, purified water, ethanol, 

urethane dimethacrylate resin, 

butylated hydroxy toluene, 

highly dispersed silicon dioxide

phosphoric acid modified 

polymethacrylate resin, mono 

fluoro phosphazene modified 

methacrylate resin, urethane 

dimethacrylate resin, 

butylated hydroxy toluene, 

camphoroquinone, 

ethyl-4-dimethylaminobenzo

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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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3. 3. 3. 3. Bonding Bonding Bonding Bonding instructions instructions instructions instruction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adhesive adhesive adhesive adhesive systemssystemssystemssystems

2.2.2.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치아 치아 치아 치아 시편 시편 시편 시편 제작제작제작제작

발치된 충치가 없는 대구치 100개를 생리 식염수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C-factor를 각각 0.2, 0.7, 1, 2.3, 4.9로 하는 5개의 군을 두었으며, 군 별로 총 접

착면적이 약 36 mm
2
로 동일하도록 수복물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Table 4) (Fig. 

1). 각 군별로 총 20개의 치아를 할당하였으며 복합레진에 따라 다시 2개의 소군에 

치아 10개씩을 배정하였다. 

Adhesive Adhesive Adhesive Adhesive 

systemsystemsystemsystem
Clinical Clinical Clinical Clinical procedureprocedureprocedureprocedure

AQ AQ AQ AQ Bond Bond Bond Bond PlusPlusPlusPlus

Mix 1 or 2 drops of base with AQ sponge for 5 sec.

Apply with the sponge and leave for 20 sec.

Apply gentle air pressure for 5-10 sec.

Apply strong air pressure for 5-10 sec.

Cure for 10 sec.

XenoXenoXenoXenoⅢⅢⅢⅢ

Mix equal amounts of liquid A and B for 5 sec.

Apply the mixture and leave for at least 20 sec.

Apply gentle air pressure

Cure for at least 1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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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Table Table 4.  4.  4.  4.  Five Five Five Five groups groups groups groups of of of of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that that that that varied varied varied varied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each each each each C-valueC-valueC-valueC-value

C-factorC-factorC-factorC-factor
Width

(mm)

Length

(mm)

Height

(mm)

Bonded surface area

(mm
2
)

Area of floor

(mm
2
)

0.20.20.20.2 6 6 6 36 36

0.70.70.70.7 6 3 3 36 18

1111 6 3 2 36 18

2.32.32.32.3 6 2 1.7 36 12

4.94.94.94.9 6 1.23 2 36 7.38

C-factor 0.2 0.7 1 2.3   4.9

Fig. Fig. Fig. Fig. 1.1.1.1. Schematic Schematic Schematic Schematic diagrams diagrams diagrams diagrams of of of of the the the the five five five five groups groups groups groups of of of of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restoration that that that that varied varied varied varied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according to to to to the the the the C-value.C-value.C-value.C-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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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장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형태의 주형을 이용해 트레이용 레진 (Instant 

Tray Mix, Lang Dental) 내에 치근부위를 매식하였다. 치근에 고속 회전 다이아몬

드 버로 수평의 홈을 파서 트레이용 레진으로부터 치근이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

다. 와동 형성은 주수 하에 고속 회전 다이아몬드 버를 사용하였다. 먼저 해당부위의 

교합면과 인접면의 법랑질을 삭제하여 상아질 표면이 드러나도록 한 후 각 그룹별 

와동 크기에 맞게 미리 제작해 둔 양형의 template를 사용하여 와동의 형태를 형성

하였다. 와동 형성 중 치수 노출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치아는 제외하였다. 제조사의 

지시대로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후 광중합한 후 소량의 복합 레진을 치면에 적용

하였다.  미리 모양을 형성해 놓은 0.5 mm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넣고 

3차원적으로 치아장축에 평행하도록 조정한 후 광중합하고 이후 복합 레진으로 마

저 수복한 후 60초 광중합하였다. 이후 치아 시편들은 24시간 동안 생리 식염수에 

보관하였다. 

나나나나. . . . 탈락력 탈락력 탈락력 탈락력 시험시험시험시험

만능 시험기 (Instron3366, Instron Inc.,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한 

쪽에는 치근을 매식한 트레이 레진 지그를, 다른 한 쪽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를 고정한 후 치아 장축에 평행하게 0.5 mm/min의 crosshead speed로 인장력을 

가하였다. 시편의 파절이나 탈락이 일어나기까지 최대의 값(N)을 기록하고, 결과는 

one-way ANOVA로 군간 차이를 측정하고 Tukey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같은 

C-factor상에서 재료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test를 시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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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 과

Table Table Table Table 5. 5. 5. 5. Mean Mean Mean Mean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force(N) force(N) force(N) force(N) of of of of the the the the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experimental groupsgroupsgroupsgroups

Intergroup data designated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ukey test). Intragroup data designated with 

same superscript symbol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test)

                   

       Group

Adhesive

C-factor

0.2

(Control)
0.7 1 2.3 4.9

AQ Bond 

Plus
129±32.5 63.2±25.1

a†
58.8±16.0

a
75.4±11.0

a,b
89.0±13.4

b

XenoⅢ 155±25.3 89.7±28.7
†

75.9±24.7 87.2±25.9 85.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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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2. 2. 2. 2. Graph Graph Graph Graph of of of of the the the the mean mean mean mean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force force force force of of of of the the the the AQ AQ AQ AQ Bond Bond Bond Bond Plus Plus Plus Plus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s connected with the lin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ukey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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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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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Fig. Fig. Fig. 3. 3. 3. 3. Graph Graph Graph Graph of of of of the the the the mean mean mean mean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detachment force force force force of of of of the the the the XenoXenoXenoXenoⅢⅢⅢⅢ    group. group. group. group. 

Groups connected with the lin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One-way ANOVA (p>0.05)

실험 결과 모두 치아와 레진 계면에서의 adhesive failure가 일어났다. 복합 레진

과 wire 사이, 또는 복합 레진 내부에서의 파절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일 C-factor 

군내에서 재료에 따른 접착력의 차이를 T-test로 검정한 결과 C-factor 0.7 군을 

제외하고는 통계학적으로 유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편평한 면 형태의 

C-factor 0.2 군에서 XenoⅢ 군은 155±25.3N, AQ Bond Plus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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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2.5N으로 다른 모든 실험군에 비해 큰 탈락하중을 보였다. 실험군 사이의 

접착력의 차이를 보기 위해 one-way ANOVA로 검정한 결과, 재료를 고려하지 않

는 경우 C-factor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XenoⅢ 군내에서 접착력을 검

정했을 때에는 그룹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Q Bond Plus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016), Tukey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한 결과 C-factor 4.9

군이 C-factor 0.7군이나 C-factor 1군에 비해 높은 접착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Pearson correlation test를 사용하여 C-factor 및 재료와 접착력의 상관 분

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C-factor와 접착력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p>0.05), 재료의 경우는 XenoⅢ군이 AQ Bond Plus 군에 비해 접착력이 우수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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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 찰

복합 레진과 치아 사이의 결합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ano 등은 

micro-tensile bond strength를 측정하는 방법이 접착 계면의 면적을 작게 유지함

으로써 레진 내부의 cohesive fracture가 아닌 레진-상아질 계면에서의 adhesive 

fracture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접착 면적의 크기는 1.6-1.8 mm
2
일 때 가장 일

관성 있는 강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천된다고 하였다. 한 개의 치아로부터 여러 개

의 시편을 얻어서 시편 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작은 면적을 이용하므

로 와동의 여러 부분들의 국소적인 결합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microtensile bond test의 장점이다(Sano 등, 1994). 그러나 한 개의 치아에서 여

러 개의 시편을 얻어서 실험을 한다면 각각의 치아의 개인적인 특성이 모든 치아의 

고유한 특성으로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치아 절편을 제작하기 위해 치아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레진이 저절로 탈락되는 등의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충전된 복합레진의 전체적인 유지력 및 접착강도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미리 모양을 형성해 놓은 0.5 mm 직경의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를 와동 내에 넣고 3차원적으로 치아장축에 평행하도록 레진을 충전한 후 만능 시험

기 (Instron3366, Instron Inc.,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인장력을 가하

였다. 와이어에서 레진이 깨져나가거나 레진 내부에서 cohesive 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모두 치아와 레진 계면에서의 adhesive failure가 일어났다.  

본 실험에서는 수복물에 치아 장축에 평행한 인장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 때 실험 

디자인 상 불가피하게 tensile load와 동시에 와동의 벽면에서는 shear load가 함께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가해지는 힘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장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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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으며 detachment force(탈락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아 장축

에 평행한 힘을 가하지만 수복물 내면의 선각 부위에서 모멘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접착계면 중 접착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

생하고 성장하여 접착이 쉽게 깨지게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실

험에서 탈락력은 58~155 N 가량으로 접착 면적 36 mm
2
를 고려했을 때 약 

1.6~4.3 MPa 정도의 약한 접착강도로 환산된다. 이 점은 수복물의 전체적인 유지

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본 실험 방법의 한계점이라고 여겨진다.  

C-factor가 각각 다른 네 종류의 와동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였고, 와동의 형태 없

이 flat surface 위에 복합레진을 접착시키는 C-factor 0.2 군은 대조군으로 설정

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인 C-factor 0.2 군은 다른 모든 C-factor 군과 통계적으

로 유의차가 있는 높은 접착력을 보였다. 실험군 내에서 재료를 구분하지 않고 

C-factor 군 사이의 접착력을 검정한 결과 모든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재료별로는 XenoⅢ 군은 C-factor군들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AQ 

Bond Plus 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p< 0.05) Tukey test로 사후 검정을 시

행한 결과 C-factor 4.9군이 C-factor 2.3군이나 C-factor 1.0군에 비해 높은 접

착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인 C-factor 0.2군만 두드러지게 높은 접착 강도를 보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C-factor 0.2군이 상아질의 깊이가 얕은 

접착 시스템의 표층 상아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레진의 결합력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여러 학자들이 상아질의 깊이를 지적한 바 있다 (Causton, 

1984; Suzuki와 Finger, 1988; Tagami 등, 1990; Perinka 등, 1992, Prati와 

Pashley, 1992; Burrow 등, 1994). AQ Bond Plus 군에서 C-factor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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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4.9군에서 C-factor 0.7군이나 1군보다 더 높은 접착 강도를 보였던 것도 

상아질의 깊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와동의 접착 면적을 동일하게 하기 위

해서는 자연적으로 와동의 크기나 위치가 군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크

기가 작은 사람의 치아를 사용하면서 치수의 노출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C-factor 0.2군은 상대적으로 얕은 깊이의 상아질을 이용하게 되었다. 크기가 

보다 큰 bovine teeth 등을 사용한다면 상아질의 깊이를 보다 일정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인장력이 전체 접착 면적이 아닌 접착된 바닥면적의 크기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바닥면적은 C-factor가 0.2에서 4.9로 갈수록 

각각 36, 18, 18, 12, 7.38 mm2로 좁아졌다. 특히 C-factor 0.2의 경우 그 

다음 단계인 C-factor 0.7보다 바닥면적이 2배인데 접착강도를 보면 AQ Bond 

Plus, XenoⅢ 모두 129±32.5 N에서 63.2±25.1 N, 155±25.3 N에서 

89.7±28.7 N으로 각각 약 1/2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설로는 

C-factor 0.2에 비해 바닥면적이 1/3과 1/4로 감소하는 C-factor 2.3 군이나 4.9 

군에서도 접착 강도는 약 1/2 수준으로 C-factor 0.7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하여 상아세관의 방향이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상아세관의 일반적인 주행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치아장축에 직각인 면은 상아

세관이 수직으로 노출되고 치아장축에 평행한 면은 상아세관 역시 평행하게 노

출된다고 가정하면 각 군의 상아세관의 주행은 C-factor가 감소할수록 직각으로 

노출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C-factor가 0.2에서 4.9로 증가하면서 상아세

관이 수직으로 노출되는 면적의 비율이 대략 100, 50, 50, 33, 25 %로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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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아세관의 방향이 접착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Schu ̈pbach 등은 상아세관의 주행방향이 hybrid layer의 형성에 크

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상아세관이 수직적으로 주행할 경우 hybrid layer의 

두께도 두껍고 상아세관 내로 긴 resin tag이 생기는 반면, 평행하게 주행하는 

경우에는 통계학적 유의성 있게 얇은 hybrid layer의 형성을 보이며 resin tag

도 없었다 (Schu ̈pbach 등, 1997). 그러나 hybrid layer의 차이가 접착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Phrukkanon 등은 2가지 접착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사

한 결과 상아세관의 주행방향은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 반면 

(Phrukkanon 등, 1999), Inoue 등은 bovine teeth를 사용하여 인장강도를 측

정한 결과 상아세관의 주행방향이 수직적인 경우 통계학적 유의성 있게 큰 강도

를 보였다고 하는 등 (Inoue 등, 2002)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밀접한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아질의 특성을 변수에서 제외하기 위해 Kishikawa 등은 human 

teeth나 bovine teeth 대신 실험 상 치아와 microtensile bond strength가 유사했

던 ABS(acrylonitril butadiene styrene) mold를 사용하여 C-factor가 0.5에서 

5까지의 서로 다른 와동 형태에 복합레진을 충전한 후 microtensile bond strength

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C-factor 군 사이에 microtensile bond strength에 통

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 이에 대해 그는 중합이 서서히 일어나며 수축에 의한 힘이 

와동의 중앙으로 집중되는 자가 중합형 레진의 경우에는 C-factor의 영향이 크고 

계면에서의 debonding이 일어나게 되지만, 광중합형 레진의 경우에는 중합이 순간

적으로 일어나고 수축에 따른 힘도 빛의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자가 중합형에 비해 

C-factor에 의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하였다 (Kishikawa 등, 2005). Cho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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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이 bovine teeth를 사용하여 C-factor를 변화시키면서 microtensile 

bond test를 시행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C-factor

를 1, 2.3, 2.0, 3.7로 증가시켰을 때 microhybrid composite을 사용한 군에서

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고, hybrid composite를 사용한 경우에는 편평한 면

에 접착시킨 C-factor 1 군만 유의성 있게 높은 microtensile bond strength

룰 보였고 와동 내로 충전한 나머지 C-factor 2.3 이상의 군에서는 서로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았다.

복합레진을 이용한 수복 시 중합수축을 보상하기 위해 비교적 두꺼운 두께의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탄성률을 낮추는 방법이 소개된 바 있다 

(Kemp-Scholte와 Davidson, 1990; Van Meerbeek 등, 1993). 중합수축에 

의한 치아의 변형을 상아질 접착제가 상쇄함으로서 치질과의 결합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상아질 접착제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울수록 이러한 보상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Choi 등, 2000). AQ Bond Plus는 제조

사에 따르면 혼성층이 3μm로 매우 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Xeno

Ⅲ의 경우 Gregoire와 Millas에 따르면 혼성층의 두께가 5-8μm로 AQ Bond 

Plus에 비해 두껍고 resin tag의 수가 많고 길었다고 하였다 (Gregoire와 

Millas, 2005). 본 실험에서 XenoⅢ군에서 C-factor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데

에는 이와 같은 상아질 접착제에 의한 보상작용에 의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C-factor 0.2, 즉 와동이 없이 편평한 면에 복합레진이 사용되

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형성된 와동 내에 복합레진을 충전하게 된

다. 특히 최근 접착 치의학이 발전하면서 임상에서 깊고 큰 와동에 복합 레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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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과 상아질 사이

의 접착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접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론되는 

인자로서 상아질의 깊이나 상아세관의 방향 등과 더불어 C-factor를 들 수 있는

데, 즉 C-factor가 증가할수록 접착 계면에 해소되지 못한 수축 응력이 집중되

어 접착을 방해할 것이라는 가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와동 내에 제 6세대의 self-etching system을 사용하여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경우 와동의 C-factor가 수복물의 유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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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접착되는 면의 총 면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C-factor를 변화시켰을 때 상

아질과 복합레진 사이의 접착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와동의 형태를 띠는 모든 실험군 사이에서는 C-factor의 변화와 접착력 사이

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p>0.05).

2. 대조군인 C-factor 0.2군은 다른 모든 C-factor 군에 비해 큰 접착력을 보였

다 (p< 0.05).

3. AQ Bond Plus군에서 C-factor 4.9군은 C-factor 0.7 군과 1군에 비해서 높

은 접착력을 보였다 (p< 0.05).

4. 같은 C-factor상에서 C-factor 0.7군을 제외하고는 두 접착시스템 사이의 접

착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본 실험의 제한적 상황에서 얻은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와동 내에 6세대의 

self-etching system을 사용하여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경우 와동의 C-factor

가 수복물의 유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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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influenceofthecavityconfigurationonthebondstrength

betweencompositeresinanddentin

Bo-kyungKim

Departmen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young-Duck Roh, D.D.S., M.S.D,, Ph.D)

The configuration(C) factor, which is the ratio of the bonded surface area 

to the unbonded surface area, is known to influence the contraction stress 

that develops on the tooth-adhesive interface during the polymerization of 

a composite resin, and has an influence on the bond strength of the 

composite resin. This study evaluated the influence of the C-factor on the 

retention of a restoration by measuring the detachment forces of five types 

of restorations classified by the C-factor with an identical bonded surface 

area. 

One hundred non-carious human molar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ive groups: four experimental groups with a C-factor of 0.7, 1, 2.3, 4.9, 

and a control group with a C-factor 0.2. Each group was further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composite resin used. All samples had 



- 25 -

the same bonded surface area of 36mm
2
. 

The occlusal and proximal enamel was ground to expose a flat dentin 

surface as a control. For the experimental groups, the cavities designated 

by each C-factor were prepared below the ground dentin surfaces. After 

the adhesive systems had been applied and light-cur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 stainless-steel wire was inserted into the 

cavity. The cavity was restored with composite resin and light-cured for 

60s. The teeth were restored with either XenoⅢand Esthet-X or AQ Bond 

Plus and Fantasista. After 24 hrs' storage in distilled water, the tensile 

forces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teeth were applied using a testing 

machine (Instron3366, Instron Inc., Massachusetts, USA) at a crosshead 

speed of 0.5mm/min. The force at failure (N) was recorde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one-way ANOVA, a Tukey test, and a T-test. 

1. In all experimental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in C-factor and the detachment force (p>0.05). 

2. The detachment force of the control group (C-factor 0.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experimental groups (p<0.05). 

3. Within the AQ Bond Plus groups, the C-factor 4.9 group showed a 

higher detachment force than the groups with a C-factor of 0.7 and 1 

(p<0.05). 

4. Within the same C-factor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dhesive systems except for the group with a C-fa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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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C-factor of the 

cavitie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tention of the 

restorations when the cavities are restored with composite resin using the 

6
th
generation self-etching system. 

                                                                                                           

Key Word: C-factor, Dentin bonding agent, detachment force, 

contrac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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