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불소를 함유한 심미 수복재의 

            불소 용출과 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 지도 김 경 남 교수 ) 

                               이 진 민 

 

   Ⅰ. 서  론 
 

 최근 복합레진이나 컴포머 등의 심미적인 수복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복 치료에서 수 년 이내에 이차 우식이 빈번하게 발견

되었으며 이것은 변연부 누출 및 치태 침착과 관련하여 일어난다 (Wilson 등, 

1988; Van Dijken 등, 1986). 반면 1870년대부터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어 온 실

리케이트 시멘트나 글라스 아이오노머는 불소를 유리하여 이차 우식의 형성을 억

제하고 주변 경조직에 재광화를 일으키며 (Volker 등, 1944), 이들 재료에서 유리

된 불소는 치아면의 재석회화를 증가시켜 항우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Forss 

등, 1990), 치태를 구성하는 세균의 대사를 억제하여 내산성을 감소시키거나 부착

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하여 항우식 효과를 나타낸다 (Svanberg 등, 1990; 

Palenik 등, 1992). 그런데, 우식 예방과 관련된 불소의 역할은 건전한 법랑질 내

에서 보다는 저석회화 법랑질과 우식 병소내에서 더 중요하다 (Hicks 등, 1985;  

Ogaard 등, 1983). 즉, 우식 병소가 건전 법랑질보다 불소 친화력이 크기  때문에 

병소 주위 불소의 증가환경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불소를 흡수하여 병소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수복용 복합레진에 몇 가지 

형태의 충진재(filler)나 첨가제로 불소를 첨가하거나 복합레진과 글라스 아이오노

머의 중간적인 조성과 성질을 갖는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머와 컴포머 등을 상품화

하고 있다.  

복합레진이나 컴포머는 글라스 아이오노머보다 불소를 유리하는 양이 적고, 구

강 내 불소도포나 치약 등에 의한 불소를 재충전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A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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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990; Kawai 등, 1997; Takahashi 등, 1993; Young, 1996). 그러나, 일부 학

자들은 소량의 불소를 오랫동안 유리하는 것이 이차 우식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

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복합레진이나 컴포머 등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 (Arends 등, 1990; Edward 등, 1989). Swift 등(1986)은 수용성 불소 염

인 NaF를 레진 기질에 첨가하여 제조한 복합레진으로  in vitro에서 불소를 용출

하여 인접 법랑질에 흡수됨을 보고하였으나 수용성 불소 염의 용해로 인한 물리

적 성질의 저하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Arends 등(1990)과 Dijkman 등(1992) 몇

몇 학자들은 Ytterbium-trifluoride(YbF3)를 첨가한 복합레진을 사용한 불소 용출 

실험이나 재광화 연구에서 소량의 불소를 비교적 오랫동안 천천히 유리하여 주변 

경조직의 재광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부가적으로 Ba-Al-

fluorosilicate-glass를 레진 기질에 첨가함에 따라 불소 용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NaF, FAS의 불소를 첨가시킨 컴포머와  같은 심미 수복 재

료들이 소개되고 있다. 

불소를 함유한 각 재료들은 그 화학적 조성, 함량, 기질에 대한 충진재의 표면 

처리(silane처리) 등에 따라 불소를 용출하는 양상이나 지속되는 기간이 다를 것

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변화도 다를 것이다. 치과용 수복재가 불

소를 유리하여 항우식 효과를 갖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나 그로 인해 물리적 성

질의 저하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소를 함유한 글라스 

아이오노머와 컴포머, 복합레진을 대상으로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복합레진과 비

교하여 불소의 용출량을 알아보고, 28일간의 불소 용출을 유도하기 위한 증류수 

침적 후 일어나는 표면조도, 3점 굽힘강도와 같은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시험하고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통한 표면 변화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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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가.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글라스 아이오노머, 광중합형 컴포머, 불소를 함유한 광중합형 복

합 레진,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연구 재료로 선정하였다 

(Table 1). 

 

Table1.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aterial Code Manufacturer Composition Curing  

mode 

Type 

Ketac Fil KF ESPE Sr-Al-La-fluorosilicate , 

PAA, H2O 

Chemical Glass- 

Ionomer 

 

F-2000 F2 3M Fluoroaluminosilicate , cs 

CDMA, GDMA, hp 

 

Light Compomer 

Tetric 

Ceram 

TC VIVADENT sBa-Al-fluorosilicate 

unsYtterbiumtrifluoride, 

smo 
Bis-GMA, 

UDMA, TEGDMA 

 

Light Fluoride  

Composite 

 

Aelite -Fil AF BISCO Ba glass 

Bis-GMA, UDMA, PAGD, 

AMA 

Light Non Fluoride  

composite 

 

PAA: polyacrylic acid,  cs: colloidal silica,  CDMA: citric dimethacrylate; 

dimethacrylate functional oligimer derived from citric acid,  GDMA: 

hydroxypropylene dimethacrylate, hp: high molecular weight hydrophilic 

polymer, sBa-Al-Fluorosilicate: silanized, smo:silanized mixed oxide, UDMA: 

urethan dimethyl acrylate, TEGDMA: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PAGD: 

polyalkyene glycol dimethacrylate, AMA: aminoalkyl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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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1. 시편 제작 

 

 글라스 아이오노머인 KF는 APLICAP activator로 2초간 activation하고, 혼합기

인 CAPMIX로 10초간 혼합하여 1분 30초 이내로 길이 25 mm, 폭 2.5 mm, 두께 

2.0 mm의 테프론 주형 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주입한 다음 투명 필름

으로 덮고 슬라이드 글라스로 압력을 가해 여분의 재료를 제거한 후 20분간 3 kg

의 추로 눌러 유지하였다. 

광중합형인 나머지 재료들은 동일한 주형 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조금씩 충

전한 후 투명 필름으로 덮고 슬라이드 글라스로 압축력을 가해 20초간 초기 중합 

시킨 후 압력을 제거한 다음 상, 하면을 4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20초씩 160

초간 광중합 하여 총 180초간 광중합하였다. 모든 재료들을 주형에서 꺼낸 후 

600번 사포로 연마한 후 37℃, 100% 상대습도에 보관하였고 각 재료에 대해 25

개씩 총 100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2. 불소용출량 측정 

 

 각 재료별로 20개의 시편을 5개씩 8 ml의 증류수가 담긴 4개의 폴리에틸렌 용기

에 침적시켜 37℃ 수조에 보관하였다. 불소 방출을 유도한 후 7, 14, 21, 28일이 

지나면 시편을 꺼내어 2 ml의 증류수로 세척하고 세척한 증류수를  용기에 포함

시켜 총 10 ml가 되게 하였다. 불소 방출이 유도된 여액은 Buffer(TISAB Ⅲ, 

Orion Research , U.S.A.) 1 ml를 첨가하였다.  

 불소 함량은 산도 측정기(Orion 970 pH meter, U.S.A.)로 측정하였다. 검정은 

Fluoride 표준 용액(Orion Research, U.S.A.) 0.1 ppm, 1.0 ppm, 5.0 ppm, 10.0 

ppm, 50.0 ppm, 100.0 ppm으로 하였고 각각의 표준 용액은 불소 방출 시료에서

와 마찬가지로 10 ml당 1 ml의 Buffer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불

소방출을 유도한 여액을 측정한 후 ㎍/cm2으로 환산 하였다. 

 

 3. 표면 조도 측정  

 

 표면 조도기(Surfcorder SEF-30D, Kosaka Laboratory Ltd, Tokyo, Japan)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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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불소 용출을 유도하기 전과 7, 14, 21, 28일 동안 불소 용출을 유도하고 

난 후 각 5개의 시편에 대하여 Ra 값을 측정, 비교하였다. 여기서 Ra 값은 주된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측정값으로 표면 조도 곡선을 y=f(x)로 나타냈을 때 

로 구할 수 있는 수치이며 일정 구간내의 산술 평균 적인 표면조도를 의미한다. 

    

4. 3점 굽힘 강도 측정 

 

 만능 시험기(Instron 6022, Instron Co., Unna, U.K)를 이용하여  0.75 mm/min의 

cross head speed로 3점에 압축력을 가하여 파절 될 때까지의 최대하중을 얻은 

후 아래 식을 이용하여 3점 굽힘 강도(3-point flexure strength , FS)를 구하였다. 

이 때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20 mm이었다. 

각 재료에 대하여 불소용출을 유도하기 전과 7, 14, 21, 28일 동안 용출을 유도

한 각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P: 최대 하중 

 FS(㎫)= 3PL/ 2bh2          L: 두 지점 사이의 거리(mm) , 20mm 

                                     b: 폭 (mm),  h: 두께(mm) 

 

 

                                                            h 

 

                               L                     b 

 

Fig. 1. Schematic drawing of 3-point flexure strength test. 

 

 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700, Hitachi, Tokyo, 

dxxf
L

Ra
L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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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을 이용하여 1,500배로 증류수 침적 전과 후의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6. 통계처리 

 

 각 재료들의 불소 방출에 따른 굽힘 강도, 표면 조도의 시간별 유의차를 알아보

기 위하여  General Linear Models Procedure인 Repeated Measures ANOVA 

test와 Wilconxon 2-sample T-test를 사용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차를 

검정하였으며 유의 확률값(P-value)이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차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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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가. 불소 용출량 

 

KF, F2, TC, AF에 대하여 28일 동안 불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시험기간 동

안 지속적인 불소 방출을 보였으나 재료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KF과 F2는 

초기에 빠른 속도로 불소를 방출하고 방출 속도가 차츰 둔화되었다. 28일간의 불

소 방출량과 비교할 때 처음 7일 동안에 각각 51%, 57%을 방출하였다. TC는 소

량의 불소를 일정한 속도로 방출하여 28일 동안 거의 같은 방출량을 유지하는 양

상을 보였다.  재료별로 불소를 방출하는 양에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처음 7일까

지 KF가 F2의 약 1.5배, TC의 약 23배를 방출하였으며 28일째까지는 KF가 F2

의 약 1.7배, TC의 약 10배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Table 2. Total cumulative amounts of fluoride(㎍/㎠) released during 7, 14, 21 

and 28 days 

Code 7 days 14 days 21 days 28 days 

KF 22.71 35.58 41.02 44.63 

F2 14.71 20.43 25.02 25.88 

TC 0.88 2.17 3.30 4.30 

AF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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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mounts of fluoride(㎍/㎠) released from thre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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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면 조도의 변화  

 

표면조도는 초기에 KF > F2 > AF ≥ TC 의 순서를 보였으며 불소 용출을 위

한 증류수 침적 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불소를 용출하기 전 초기값

과 비교 할 때 모든 재료에서, 불소 용출 후 유의성 있는 표면조도의 증가를 보였

다(p<0.05). KF, F2, AF는 7일부터 증류수 침적 전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p<0.05). TC는 14일부터 증류수 침적 전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였다. KF와 F2는 전 기간에서 AF에 비하여 표면조도가 컸다(p<0.05). TC는 21일

까지는 AF보다 작았고(p<0.05), 28일에는 유의차가 없었다(p>0.05).  

Table 3. Mean Ra values(㎛)  of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in various times                                                                                                                              

 before 7days 14days 21days 28days 

KF 0.155±0.013
x 

0.392±0.023 
a x 

0.420±0.033 
abx 

0.480±0.035
 abcx

 0.485±0.023
 abcdx

 

F2 0.076±0.010
x 

0.190±0.038
 ax

 0.259±0.015 
abx

 0.321±0.049
 abcx

 0.370±0.042
 abcdx

 

TC 0.032±0.008
x 

0.071±0.012
 x
 0.110±0.016 

a x
 0.128±0.019

 abcx
 0.157±0.018

 abcd
 

AF 0.055±0.010 0.126±0.005
 a
 0.176±0.010 

a 
 0.179±0.014

 abc
 0.177±0.017

 abcd
 

a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ay1 in each day surface roughness (p < 0.05) 

b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ay7 in each day surface roughness (p < 0.05) 

c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ay14 in each day surface roughness (p < 0.05) 

d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ay21 in each day surface roughness (p < 0.05) 

x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AF in the same da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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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Ra values(㎛) of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in variou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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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점 굽힘강도  

 

3점 굽힘강도는 불소 방출을 유도하기 위한 증류수 침적에 의해 전반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Table 4).  KF는 7일부터, F2는 14일부터, TC와 

AF는 21일부터 침적하기 전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TC와 

AF는 28일 동안 굽힘강도의 유의차가 없었다(p>0.05). 

 

Table 4. Mean values of 3-point flexure strength(㎫)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in various times 

 before 7days 14days 21days 28days 

KF 10.58±1.15x 7.36±0.76 ax 5.86±1.30 ax 4.99±1.01 ax 4.55±0.42 ax 

F2 55.25±5.31x 49.20±3.96 x 43.40±2.40 ax 39.80±0.44 ax 38.20±1.30 ax 

TC 89.80±3.28 85.80±3.03 82.00±3.67 79.20±1.30 a 77.20±1.30 a 

AF 88.20±5.19 87.40±2.07 84.80±1.64 78.00±2.91 a 76.4 ±1.14 a 

a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day1 in each day 3-point flexure strength 

    (p<0.05) 

x: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AF in the same day(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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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values of 3-point flexure strength(㎫)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in variou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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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재료별로 불소 용출을 위한 증류수 침적 전, 후 시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는 Fig. 5 와 같다.  

KF는 증류수 침적 전 표면에서 잔금이 관찰되었고, 28일 간의 증류수 침적 후 

5~10 ㎛ 정도의 입자들이 빠져나가 생긴 큰 다공성과 그 주위로 잔금의 증가를 

관찰 할 수 있었고, 1 ㎛ 이하의 작은 입자들이 빠져 나가면서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2는 증류수 침적 전 표면에서 거의 입자들이 빠져나간 흔적이나 결함 및 잔금

과 같은 결함이 관찰 되지 않았으나 28일 간의 증류수 침적 후 시편에서는 4~6 

㎛ 정도의 입자가 빠져나간 자리들이 많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KF에서와 같이 

입자가 빠져 나간 주위의 잔금의 증가나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된 양상은 관찰 할 

수 없었다.  

TC는 증류수 침적 전이나 후에서 이전의 두 재료에서 보인 것과 같은 분명한 

입자의 탈락은 관찰하기 어려웠다. 증류수 침적 전의 시편 표면에서 레진 기질 내

에 1~2 ㎛ 정도의 충진재가 불완전하게 박혀있는 것들이 간혹 보이고, 증류수 침

적 후 28일 지난 시편에서 1 ㎛ 이내의 작은 충진재가 일부 빠져나간 것들을 관

찰 할 수 있었다. 

AF는 증류수 침적 후 1 ㎛ 정도의 충진재가 빠져나간 자리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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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F (Before)                          b) KF (28 Days)     

 

 

 

 

c) F2 (Before)                          d) F2 (28 Days) 

 

 

Fig.5. SEM photographs of specimen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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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C (Before)                          f) TC (28 Days) 

 

 

 

 

g) AF (Before)                          h) AF (28 Days) 

 

 

Fig.5. SEM photographs of specimen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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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총괄 및 고찰 

 

 치과 재료의 발달은 치아 수복을 위한 와동 형성의 개념과 원리를 변화시키고, 

심미적이면서도 보존적인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 더욱 증가되

는 치과 수복용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이 심미성에 대한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컴포머나 복합 레진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수복용 재료에서 이차 우식으로 인한 실패 및 재치료에 대한 위험

성이 존재하듯이 복합레진이나 컴포머를 사용한 수복에서도 변연부 이차 우식으

로 인한 재치료는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Dijkman 등, 1992; 1993). Kidd 등 

(1992)은 이차 우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수복물과 치아 사이의 변

연부 누출을 통해 발생하는 와동 내의 우식이고, 다른 하나는 변연부에 치태 침착 

등으로 인해 주변 치아표면에 생기는 치아 우식이다. 그러므로 이차 우식을 예방

하기 위하여는 변연부 누출을 줄이고 변연부 치태 침착과 관련한 내산성 미생물

의 성장 및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치아 탈회과정을 막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임상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글라스 아이오노머인데 Forsten(1998)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글라스 아이오노머는 고농도의 불소를 유리함으로써 수복물 주위에 침

착되는 치태나 수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형성된 기포와 같은 결함부위에서 

높은 불소 농도를 형성하여 내산성 미생물의 대사 및 부착을 억제할 뿐 아니라, 

미처 제거되지 않은 연성 상아질(soft dentin)에서도 재광화를 촉진하여 이차 우식

을 억제한다.  

컴포머나 복합레진은 글라스 아이오노머보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고, 색조 안

정성이 개선된 심미 수복 재료이다. 또한 법랑질 산부식, wet bonding 등 

bonding system의 진일보와 다양한 충진재의 개발로 중합 수축을 감소시켜 결합 

계면의 변연부 누출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Mandras 등, 1993), 충진재의 일부에 

불소를 첨가하여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항우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rends 등, 

1990). 이미 불소를 함유한 컴포머와 복합레진의 항우식 효과에 관한 연구도 시

간에 따른 불소 용출량을 비교하거나 (Takahashi 등,1993; Young 등,1996), 내산

성 미생물의 성장 및 대사에 대한 영향 (Friedl 등,1997), 인공 우식 부위의 재광

화 정도를 비교 (Dijkman 등, 1994)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

으나 이차 우식의 억제에 대한 효과면에서 논란이 있다. Arends등(1990)과 

Dijkman등(1992) 은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복합 레진에 비하여 항우식 효과가 

분명히 있어 주위 경조직의 재광화를 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Forsten등 



 14

(1990) 은 글라스 아이오노머와의 비교를 통해 불소를 함유한 복합레진이나 컴포

머(polyacid-modified composite)는 초기의 고농도의 불소를 방출하는 ‘burst- 

effect’도 매우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구강내 불소환경에서 그것을 재충전하

는 능력도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여 수복물 주위의 항우식 효과는 매우 미약하

거나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KF는 가장 높은 불소 방출을 보였다. 처음 7일간 F2의 1.5배, 

TC의 23배에 달하는 불소 방출을 보였고, 28일까지의 누적량에서도 F2의 1.7배, 

TC의 10배에 달하는 불소 방출을 보였다. 글라스 아이오노머에서 불소가 방출되

는 기전은 glass와 poly alkenoic acid사이의 산-염기 반응(acid-base setting)과

정에서 hardening gel matrix내로 빠져 나오거나 Al 등의 금속과 결합하고 있던 

불소가 카르복실기를 가진 기질의 물에 대한 용해나 확산을 통해 방출되어 나오

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onald 등, 1998; Tay 등, 1988). 또한 광중합형으

로 개발된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머(resin-modified glass ionomer)는 광개시제 

(photoinitiator)와 감광제 (photosensitizer)를 첨가하였으나 광중합으로 중합과정

이 개시되고 촉진될 뿐 이전의 산-염기 반응에 의한 중합이 배제된 것이 아니며, 

liquid의 기본 구조가 카르복실기를 가진 polyacrylic acid copolymer이므로 불소 

유리량이나 양상이 기존의 글라스 아이오노머와 유사하다 (Dennis, 1998 ; Mitra , 

1991). 그러나, 컴포머와 복합레진은 대개 Bis-GMA와 같은 소수성 기질인데다가 

광중합에 의하여 중합이 거의 이루어진다면 기질에 대한 물의 흡수나 확산의 기

회는 상대적으로 글라스 아이오노머보다 적을 것이다. 1998년 Ronald의 연구에서 

Dentsply사의 컴포머(Dyract)를 가지고 행한 실험은 컴포머나 복합레진의 불소 

방출 기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광중합 시킨 후 바로 물과 접촉할 수 있

었던 것에서는 불소를 용출하고 재흡수였으나 24시간이 경과한 후 물과 접촉한 

것은 불소를 거의 유리하지 못하였다. 즉, 기질내로의 물의 흡수나 확산의 기회가 

불소 용출이나 재흡수에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기질의 성분이 불소 용출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컴포머인 F2는 기존의 컴포머에 비

하여 불소 방출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997년 Friedle의 연구에서 컴포머인 

Dyract는 KF의 1/4~1/3배 정도로 불소를 방출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F2가 KF

의 1/2~1배로 불소를 방출하였다. 제조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F2는 기질

내에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친수성 polyacrylate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친수성 기질은 물의 흡수와 확산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여 산-염기 반응을 통

한 불소이온의 용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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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많은 연구에서는 불소를 함유한 복합 레진으로 Heliomolar를 많이 사용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etric Ceram을 사용하였다. Tertic Ceram은 

unsilanized-YbF3를 함유한 구치부 수복용 복합레진인데 최근에 silanized Ba-

Al-Fluorosilicate를 부가적으로 첨가하였다. VIVADENT사의 연구에서는 YbF3보

다 Ba-Al-Fluorosilicate가 1~2배 정도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불소 용출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실험에서 TC의 불소 방출을 KF와 비교하

여 보면, 7일까지  KF가 TC의 23배였고, 28일까지 KF가 TC의 10배로 나타났다. 

1996년 Alix의 연구에서는 33일간 누적된 불소 방출량을 비교하여 볼 때 KF가 

TC보다 26배 더 많이 불소를 방출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본 실험과 비교할 때 

TC의 불소 방출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96년 Alix의 연구에서 사용한 

TC는 초기의 ytterbium trifluoride 1종으로 구성된 불소 충진재를 5wt% 포함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복합레진에 포함된 불소 함유 충진재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소 방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Ba-Al-Fluorosilicate와 같은 filler

가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면 조도나 3점 굽힘 강도의 변화는 불소 방출이 많은 KF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내었다. F2는 KF보다는 덜하지만 TC나 AF보다는 불소 방출에 따른 

굴곡 강도의 감소와 표면 조도의  증가를 보였다. F2는 KF에 가까운 높은 불소 

유리와 TC이나 AF에 가까운 우수한 물리적 강도를 보여 글라스 아이오노머와 복

합레진의 장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면 조도는 TC나 AF보

다 KF와 F2가 불소 방출에 따라 표면 조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불소를 

함유한 복합레진인 TC가 초기에서부터 21일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복합레진인 AF보다 표면 조도가 작았으나 28일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이

러한 표면 조도의 증가는 아마도 표면의 불소를 함유한 충진재들이 용해되거나 

탈락되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로, 충진재의 입자 크기가 주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여겨진다.  F2는 충진재(filler)의 평균 입자 크기가 3 ㎛로 TC나 AF의 0.7 ㎛ 

(0.2 ㎛와 0.5 ㎛의 혼합형 입자)에 비하면 입자가 4~15배 정도 큰 것이므로 용

해되거나 탈락된 후 표면 조도의 증가는 클 것이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충

진재가 빠져나간 주위는 각 재료별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앞서 언급한 충

진재 입자의 크기에 따른 표면 조도의 증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굴곡 강도는 TC가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복합레진인 AF와 비교하여 볼 때 전 

구간에서 굴곡 강도의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불소 방출에 따른 굴곡 강도의 감소

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굴곡 강도의 변화를 보면 초기 불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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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높을수록 굴곡 강도의 유의성 있는 감소는 빨리 나타났다. KF는 불소 방출 

7일에 이미 유의성 있는 굴곡 강도의 감소를 보였고 F2는 14일에 측정한 굴곡 

강도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TC와 AF는 둘 다 21일부터 유의차를 보였는데 이

러한 굴곡 강도의 감소는 기질 내로의 물 확산으로 인한 것과 일부 충진재의 탈

락으로 인한 효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각 재료별로 불소가 용출되는 양상과 그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변화

를 비교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불소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용출되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하여는 확립된 이론이 없다. Swift(1989)는 

Heliomolar와 같은 불소를 함유한 복합레진이 인공 우식을 유발시키는 실험적 환

경에서 우식 억제 효과를 낸다고 보고하면서 수복물 주위의 국소적인 불소농도의 

증가가 치아 무기질의 용해와 치태 내 세균의 대사를 억제하지만 효과적인 역치 

농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확립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환자의 구강내 

환경이나 식습관, 위생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환자의 우식 활성정도

에 따라 불소 방출이 큰 재료를 선택할 것인지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Forsten(1998)은 가능한 많은 양의 불소를 방출하면서 수복재의 물리적 성질

에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수복물 주위의 이차 

우식의 빈도와 정도에 관련되는 요인에 관하여 불소 농도와 유리되는 기간이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고농도의 불소가 오랫동안 유리되는 것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들여져 왔으나 (Volker 등, 1944), 최근에는 저농도의 

불소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유리된다면 우식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한

다 (Featherstone, 1991: Hicks 등,1985: Ogard 등, 1983). 초기에 많은 양의 불

소를 방출하면 우식 병소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불소가 

방출되면 주변 경조직의 재광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

서 볼 때, 불소를 함유한 복합레진이나 컴포머의 불소 방출이 이차 우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에서 불소를 함유한 심미 수복재료들의 불소 용출과 물성을 비교하

였는데 불소의 방출량은 기질의 조성, 불소를 함유한 충진재의 함량, 물에 대한 

용해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불소를 많이 방출하면 물리적 

성질의 저하가 뒤따르지만 적정량의 불소 방출을 위해 충진재의 조성과 함량, 입

자 크기 및 기질의 조성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우수한 물리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이차 우식에 대한 예방과 억제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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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소를 함유한 심미 수복재료에서 불소가 용출되는 양상과 그 

전,후 물리적 성질이 변화하는 경향을 알아보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글라

스 아이오노머인 Ketac-Fil(KF, ESPE, Germany), 광중합형 컴포머인 F-2000 

(F2, 3M, U.S.A.), 광중합형 복합레진인 Tetric Ceram(TC, VIVADENT, 

Lichtenstein)과 불소를 넣지 않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인 Aelite Fil(AF, BISCO, 

U.S.A.)을 선택하여 7일, 14일, 21일, 28일간 37℃ 증류수에 침적 시킨 후 불소 

용출량 측정과 표면조도, 굴곡강도, 주사전자현미경적 관찰을 시행하여 증류수 침

적 전과 후 성질을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불소 \방출량은 KF > F2 > TC 의 순서로 많았으며, 처음 7일간은 KF가 F2

의 약 1.5배, TC 의 23배를 방출하였고, 28일까지의 누적된 불소 방출량을 비교

하면 KF가 F2의 1.7배, TC의 10배를 방출하였다. KF와 F2는 초기 방출량이 

많았다가 점차 방출량이 감소하였으나 TC는 적은 양의 불소를 일정한 속도로 

방출하였다. 

2. 불소 방출을 위한 증류수 침적 전과 후에 모두 표면조도는  KF > F2 > AF > 

TC의 순서로 높았다. 28일 간의 불소 방출을 위한 증류수 침적 후 KF, F2와 

AF는 7일 후부터, TC는 14일 이후에 초기보다  유의성 있는 표면조도의 증가

를 보였다 (p<0.05). 

3. 굴곡강도는 KF는 초기 7일부터, F2는 14일부터, TC와 AF는 21일 이후에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p<0.05). 

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KF와 F2가 불소 용출에 의하여 충진재의 탈락이나 

그 주위의  잔금의 증가와 같은 표면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TC와 AF 는 충진

재의 탈락으로 보이는 결함부위가 크기도 작고 빈도도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불소를 함유한 심미 수복재의 불소 용출과 속도가 클수록 물

리적 성질의 저하도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수복재의 선택시 각 재료의 

불소 용출 양상과 그에 따른 물리적 성질의 변화 및 환자의 구강 내 우식 활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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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SEM photographs of specimen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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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SEM photographs of specimens before and after 

fluoride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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