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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이용한 

복합레진의 반투명도에 대한 평가 

 

이번 연구의 목적은 복합레진의 translucency parameter (TP)와 light 

transmittance (%T)를 측정하여 1) 제조사별로 다른 7종의 복합레진 및 dentin, 

enamel, translucent의 세 가지 shade category 간에 반투명도의 차이가 있는지, 2) 

두 가지 반투명도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Beautifil II(BF), Denfil(DF), Empress Direct(ED), Estellite Sigma Quick(ES), 

Gradia Direct(GD), Premisa(PR), Tetric N-Ceram(TC) 7종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dentin A3, enamel A3, clear translucent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shade를 선택하여 총 

21종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직경 10 ㎜, 두께 1 ㎜의 디스크형 시편을 각각 10개씩 

제작하였다. TP 측정을 위하여 각각의 시편에 대하여 흰색 배경과 검정색 배경 위에서의 

시편의 색상을 colorimeter룰 사용하여 측정한 후 CIELAB color scale로 나타내어 

TP를 계산하였고, %T 측정을 위하여 Spectrometer와 computer software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380-780 ㎚ 구간에서의 시편을 통과한 빛의 mean light 

transmittance (%T)를 구하였다.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 category에 따른 TP 

및 %T를 비교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시행하였고, 동일한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7종의 복합레진 및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 해당하는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대하여 각각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Tukey’s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이용한 결과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과정은 95% 유의수준 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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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 category에 따라 TP 및 %T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p<0.05). 동일한 shade category에서의 복합레진 

종류에 따른 TP는 3가지 shade category에서 각각 다양한 순서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서의 shade category에 

따른 TP는 7종의 복합레진에서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동일한 shade category에서의 복합레진 종류에 따른 %T는 세 가지 shade 

category에서 각각 다양한 순서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5),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서의 shade category에 따른 %T는 BF와 ES를 제외한 

5종의 복합레진에서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두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626, p<0.05). 7가지 복합레진 종류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ES를 

제외한 6종의 복합레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763-0.992, p<0.05).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세 가지 

shade category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403-0.528, p<0.05). 

이번 연구에서 두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한 종류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각각 상관분석을 시행한 경우 전체 결과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평가할 때에 있어서는 반투명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복합레진의 반투명도 평가를 위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반투명도, Translucency parameter, Light transmittance, 복합레진



 

- 1 -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이용한 

복합레진의 반투명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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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근래에 치아의 심미수복에 있어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심미적으로 자연치와 유사한 수복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가장 큰 

이유는 복합레진과 자연치의 광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치아의 광학적 특성은 일차적으로는 명도, 채도, 색상으로 구성된 고유의 색으로 

표현되어지지만, 그 외에도 반투명도, 불투명도, 은화, 표면 광택, 형광 등과 같은 

이차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Terry 등, 2002), 그 중 반투명도와 

불투명도는 치아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빛의 질과 양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광학적 특성으로 여겨진다(Wint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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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도란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고, 그에 의해 하부의 색상이 

그 물질의 색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는 특성을 말한다(Johnston 등, 1995). 

복합레진은 주로 투명도가 높은 monomer matrix와 미세한 filler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반투명한 특성을 가진다. 복합레진에 백색광을 투과시키면 

빛은 복합레진 내부에서 filler 입자들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게 되고, 

복합레진 층을 통과한 빛이 관측자의 눈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에 치아의 상아질과 법랑질의 반투명도를 재현하기 위하여 여러 제조사들에서 

동일한 색상에서도 반투명도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다양한 shade의 복합레진을 

제공하고 있다. 제조사와 shade에 따라 반투명도가 다양하게 나타남이 

보고되었으나(Ikeda 등, 2004; Ikeda 등, 2005; S. J. Kim 등, 2009; Ryan 등, 2010; 

Bin Yu and Lee, 2008b), 비교 대상이 제한적이고, 특히 translucent shade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translucency parameter (TP)가 있다. 

TP는 일정 두께의 시편의 색을 흰색 배경과 검정색 배경에서 각각 측정하여 

CIELAB color scale로 표시한 후 두 측정치의 차이를 계산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Johnston 등, 1995). TP는 반투명도를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TP를 이용하여 복합레진과 도재의 반투명도를 측정해 

왔다(Arimoto 등, 2010; del Mar Pérez 등, 2009; Ikeda 등, 2004; Ikeda 등, 2005; 

Kamishima 등, 2005; S. J. Kim 등, 2009; Y. K. Lee 등, 2005; Li 등, 2010; Lim 

등, 2010; Perez 등, 2010; Ryan 등, 2010; Sidhu 등, 2006; Woo 등, 2008; Bin Yu 

and Lee, 2008a, 2008b; B. Yu and Lee, 20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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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light transmittance (%T)가 있다. Light 

transmittance는 광원으로부터 시편에 직접 빛을 통과시킨 후 시편을 통과한 빛이 

광수용체에 도달한 빛의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Brodbelt 등, 1980). 여러 

연구자들이 light transmittance를 이용하여 재료의 광투과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재료의 반투명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해 왔다(Arikawa 등, 1998; Azzopardi 등, 

2009; Baldissara 등, 2010; Brodbelt 등, 1980; dos Santos 등, 2008; Masotti 등, 

2007; Peixoto 등, 2007; Rasetto 등, 2004). 

그 외에 흰색, 검정색 배경에서의 반사율의 비를 측정하는 contrast ratio(CR) 

값도 소개되었으나(Miyagawa 등, 1981), 이를 이용해서 이루어지진 연구는 많지 

않다. 

위와 같이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각각의 방법이 반투명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7종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dentin, 

enamel, translucent의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일정한 shade를 선택한 

후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를 측정하여 1) 제조사별로 다른 

7종의 복합레진 종류 및 dentin, enamel, translucent의 세 가지 shade category 

간에 반투명도의 차이가 있는지, 2) 두 가지 반투명도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1) 동일한 shade category일 경우 제조사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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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복합레진의 반투명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2) 동일한 종류의 복합레진에서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 간에는 반투명도의 차이가 없으며, 3)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 두 가지 반투명도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결과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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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이번 연구는 제조사별로 다른 7종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dentin A3, enamel A3, 

clear translucent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shade를 선택하여 총 21종의 복합레진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의 종류 및 조성은 Table 1과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  Composit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Code Product Shade 
dentin 

enamel 

translucent 

Lot 

 Number 
Manufacturer 

BF Beautifil II 

A3O 

A3 

Inc 

091022 

030804 

020806 

Shofu Inc. 

DF Denfil 

A3O 

A3 

I 

DF0N19533 

DF9O0363O 

DF9D276I 

Vericom 

ED Empress Direct 

Dentin A3 

Enamel A3 

Trans 30 

M13573 

M14199 

M13042 

Ivoclar 

Vivadent 

ES 
Estellite Sigma 

Quick 

OA3 

A3 

CE 

E636 

W966 

W463 

Tokuyama 

Dental 

GD Gradia Direct 

AO3 

A3 

CT 

0808261 

0901271 

0809081 

GC 

PR Premisa 

A3O 

A3 

C 

3035636 

3195564 

2955400 

Kerr 

TC Tetric N-Ceram 

A3.5D
*
 

A3 

T 

L56796 

L55382 

K08551 

Ivoclar 

Vivadent 

* Tetric N-Ceram 의 경우 dentin shade가 A3.5부터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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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composite materials 

Code Product Composition 

BF Beautifil II 

Filler 

(nan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Multi-Functional glass filler and S-PRG
*
 

filler based on fluoroboroaluminosilicate glass 

83.3 wt% (68.6 vol%) 

0.01-4.0 ㎛ (mean 0.8 ㎛) 

including 10-20 ㎚ nanofiller 

Bis-GMA
**

/TEGDMA
*** 

(<12.5%) 

DF Denfil 

Filler 

(micr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Barium aluminoslicate, fumed silica 

 

80 wt% 

Barium ≤1 ㎛, fumed silica 0.04 ㎛ 

Bis-GMA/TEGDMA (8-12%) 

ED 
Empress 

Direct 

Filler 

(nan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Barium glass, ytterbium trifluoride, mixed 

oxide, silicon dioxide, copolymer 

75-79 wt% (52-59 vol%) 

40-3000 ㎚ (mean 550 ㎚) 

Dimethacrylates (<22%) 

ES 
Estellite 

Sigma Quick 

Filler 

(microfill)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Silica-zirconia and composite filler 

Spherical submicron filler 

82 wt% (71 vol%) 

0.1-0.3 ㎛  (mean 0.2 ㎛) 

Bis-GMA/TEGDMA (5-20%) 

GD Gradia Direct 

Filler 

(micr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Microhybrid filler / No barium glass 

 

73 wt% (64 vol%) 

Mean 0.85 ㎛ 

UDMA
**** 

(20-30%) 

PR Premisa 

Filler 

(nan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Prepolymerized filler (PPF), barium glass, 

silica filler 

84 wt% (70 vol%) 

PPF 30-50 ㎛, barium 0.4 ㎛, silica 0.02 ㎛ 

Bis-EMA
*****

/TEGDMA (20-35%) 

TC 
Tetric 

N-Ceram 

Filler 

(nanohybrid) 

Filler loading 

Particle size 

Base resin 

Barium glass, ytterbium trifluoride, mixed 

oxide, copolymer 

80.5 wt% (55-57 vol%) 

40-3000 ㎚ 

Bis-GMA/UDMA (<22%) 

From manufacturer’s information. 
* S-PRG : Surface pre-reacted glass ionomer 
** Bis-GMA : bisphenol-A-glycidyl dimethacrylate  
*** TEGDMA : tri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 UDMA : Urethane Dimethacrylate 
***** Bis-EMA : Ethoxylated bisphenol-A-dimethacrylate 



 

- 7 - 

2. 연구 방법   

가.  복합레진 시편 제작 

각각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직경 10 ㎜, 두께 1 ㎜의 디스크형 시편을 10개씩 

제작하였다. 2개의 slide glass 사이에 Teflon mould를 위치시키고 복합레진을 

적용하여 1분간 가압한 후 광중합기 (LED.E, Guilin Woodpecker Medical 

Instrument Co., Ltd., Guilin, Guangxi, China)를 이용하여 시편 양측에서 각각 

40초씩 광조사하였다. 광중합기의 강도는 400 ㎽/㎠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중합된 

시편을 분리한 후 digital caliper (500-181, Mitutoy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두께를 측정하여 1.0±0.05 ㎜를 확인하였다. 

 

나.  Translucency Parameter (TP) 측정 

복합레진 시편을 흰색 배경(L
*
=94.44, a

*
=0.26, b

*
=1.69)과 검정색 

배경(L
*
=1.38, a

*
=0.00, b

*
=0.06)위에 올려놓고 standard illuminant D65와 

colorimeter (CR-321,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색상을 

측정하였다. Colorimeter의 window size는 3㎜이며, 각 시편마다 3회의 반복측정을 

통해 색상을 결정하였고, 측정값은 CIELAB color scale로 표시하였다. L
*
값은 

명도로 0은 완전한 검정색(black), 100은 완전한 흰색(white)을 나타낸다. a
*
는 

적색(+)에서 녹색(-), b
*
는 황색(+)에서 청색(-)의 채도 좌표계를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복합레진 시편의 translucency parameter를 계산하였다. 

TP=[(LW
*
-LB

*
)

2
+(aW

*
-aB

*
)

2
+(bW

*
-bB

*
)

2
]

1/2 

W : white background 상에서의 값 / B : black background 상에서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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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ight transmittance (%T) 측정 

복합레진의 light transmittance는 spectrometer (USB4000-VIS-NIR, Ocean 

Optics, Dunedin, FL, USA)와 computer software (SpectraSuite, Ocean Optics, 

Dunedin, F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ure 1). 360-2000 ㎚ 파장의 빛을 

내보내는 tungsten-halogen light source (LS-1, Ocean Optics, Dunedin, FL, 

USA)에 attenuating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disc를 적용하여 광량을 

감소시킨 후 직경이 600 ㎛인 두 개의 optical fiber (QP600-1-VIS-NIR, Ocean 

Optics, Dunedin, FL, USA)를 통해 spectrometer로 빛을 전달하였다. 두 개의 

optical fiber 사이에는 lens holder (74-ACH, Ocean Optics, Dunedin, FL, USA)를 

위치시켜 복합레진 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편을 적용하지 않고 측정하여 

얻어진 light spectra를 100% light transmittance로 하여, 각각의 시편을 적용한 후 

spectrometer로 얻어진 light spectrum을 computer software를 통해 상대적인 

light transmittance graph로 나타내었고,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380-780 ㎚ 

구간에서의 graph 하방의 면적을 계산한 후 400 ㎚로 나누어 mean light 

transmittance (%T)를 계산하였다. 모든 측정 과정은 암실에서 이루어졌으며, lens 

holder는 검정색 천으로 덮어 외부의 빛이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apparatus for measuring light transmittance   

Spectro 

meter 

Light 

source 
Computer 

Lens holder 
Optical fiber Optical fiber 

Composi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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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 분석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 category에 따른 translucency parameter 및 light 

transmittance를 비교하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시행한 후 Tukey’s test로 

사후검정 하였고, 전체 21종의 복합레진에 대한 반투명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one-

way ANOVA를 시행한 후 Tukey’s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 및 shade category 내에서의 반투명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7가지 종류의 복합레진 및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 해당하는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대하여 각각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Tukey’s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이용한  

결과 간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 및 shade category 내에서의 측정 결과 사이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7가지 복합레진 종류에 해당하는 각각 30개의 시편과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각각 70개의 시편에 대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과정은 95% 유의수준 하에 이루어졌다 (PASW Statistics 18, 

SPSS Inc.).  



 

- 10 - 

Ⅲ. 결 과 

1. Translucency Parameter (TP) 

Two-way ANOVA에서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 category에 따라 TP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교호작용이 존재하였으며 (p<0.05, 

Table 3), GD=ED＞DF＞ES≥TC≥BF≥PR 및 translucent＞enamel＞dentin 

shade 순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4). 

각각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측정된 TP를 Table 4와 Figure 2에 나타내었다. 

TP는 dentin shade에서 10.1-15.6, enamel shade에서 13.2-21.1, translucent 

shade에서 19.2-37.9로 나타났다. GD 군의 translucent shade가 가장 높은 TP를 

나타내었으며, PR 군의 dentin shade가 가장 낮은 TP 값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shade category에서의 복합레진 종류에 따른 TP는 dentin shade의 경우 

DF＞ES＞GD＞ED＞TC≥BF≥PR 순으로, enamel shade의 경우 ED＞DF=TC=GD 

＞ES=BF=PR 순으로, translucent shade의 경우 GD＞ED＞ES≥BF≥PR≥DF 

≥TC 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Figure 3).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서의 shade category에 따른 TP는 7종의 복합레진에서 

각각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Figure 4). 

 

Table 3. Result of two-way ANOVA (TP)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mposite 1942.242 6 323.707 292.704 < 0.001 

Shade category 5768.028 2 2884.014 2607.801 < 0.001 

Interaction 2384.911 12 198.743 179.708 < 0.001 

Error 209.018 189 1.106   

Total 76990.499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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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anslucency parameter (TP) of composite materials (N=10) 

Code 
Dentin shade Enamel Shade 

Translucent 

shad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BF 10.577 0.970 14.063 0.462 21.011 0.865  15.217ab 4.476 

DF 15.630 0.311 17.738 1.308 19.601 0.788  17.656e 1.864 

ED 11.717 0.288 21.054 2.920 34.228 1.569  22.333e 9.573 

ES 13.644 0.472 14.417 0.776 21.289 0.482  16.450c 3.541 

GD 12.692 0.742 16.937 0.705 37.874 1.588  22.501e 11.245 

PR 10.114 0.467 13.154 0.546 20.482 0.896  14.584a 4.472 

TC 10.925 0.396 17.907 0.488 19.168 1.216  16.000bc 3.765 

Total 12.186A 1.903 16.467B 2.869 24.807C 7.341  17.820 7.022 

The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and Tukey’s test. 

Different capital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shade categories (p<0.05). 

Different small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composite materials (p<0.05). 

  

 
Figure 2. TP of composite materials in ascending order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all 21 composites.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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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P of composite materials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7 composite groups in each 

shade category.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igure 4. TP of composite materials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3 shade categories in each 

composite material.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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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ght Transmittance (%T) 

Spectrometer와 computer software를 통해 얻어진 light transmittance graph를 

Figure 5-11에 나타내었다. 

Two-way ANOVA에서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 category에 따라 %T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교호작용이 존재하였으며 (p<0.05, 

Table 5), ED=DF＞TC=PR=GD＞ES=BF 및 translucent>enamel>dentin shade 

순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6). 

 각각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측정된 %T를 Table 6과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T는 dentin shade에서 0.12-1.00, enamel shade에서 0.10-2.30, translucent 

shade에서 0.27-7.14로 나타났다. ED의 translucent shade 군이 가장 높은 %T 를 

나타내었으며, BF의 enamel shade 군이 가장 낮은 %T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shade category에서의 복합레진 종류에 따른 %T는 dentin shade의 경우 

DF＞PR＞TC≥ED≥GD＞ES=BF 순으로, enamel shade의 경우 DF＞ED≥PR≥TC 

≥GD≥ES≥BF 순으로, translucent shade의 경우 ED＞DF＞GD=TC=PR＞BF 

=ES 순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Figure 13). 

동일한 복합레진 종류에서의 shade category에 따른 %T는 DF, ED, GD, PR, TC 

군에서는 각각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BF 군에서는 translucent shade 만이 다른 두 shade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ES 군에서는 dentin shade 만이 

다른 두 shade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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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BF 

 

 

 
Figure 6.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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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ED 

 

 

 
Figure 8.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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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GD 

 

 

 
Figure 10.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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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Light transmittance graph of TC 

 

 

Table 5. Result of two-way ANOVA (%T)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mposite 213.818 6 35.636 491.074 < 0.001 

Shade category 184.905 2 92.452 1274.004 < 0.001 

Interaction 218.592 12 18.216 251.019 < 0.001 

Error 13.715 189 0.073   

Total 941.76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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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light transmittance (%T) of composition materials (N=10) 

Code 
Dentin shade Enamel Shade 

Translucent 

shade 
 Total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BF 0.121 0.025 0.098 0.020 0.356 0.033  0.192a 0.121 

DF 1.004 0.056 2.299 0.375 4.942 0.542  2.749c 1.707 

ED 0.217 0.035 0.923 0.100 7.144 0.976  2.761c 3.212 

ES 0.129 0.039 0.311 0.066 0.271 0.024  0.237a 0.091 

GD 0.189 0.036 0.468 0.074 1.868 0.177  0.842b 0.755 

PR 0.526 0.027 0.728 0.060 1.286 0.180  0.846b 0.344 

TC 0.258 0.037 0.635 0.073 1.772 0.182  0.888b 0.664 

Total 0.349A 0.300 0.780B 0.690 2.520C 2.429  1.216 1.738 

The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and Tukey’s test. 

Different capital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shade categories (p<0.05). 

Different small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composite materials (p<0.05). 

 

 
Figure 12. %T of composite materials in ascending order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all 21 composites.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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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 of composite materials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7 composite groups in each 

shade category.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Figure 14. %T of composite materials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3 shade categories in each 

composite material. 

Different letters denot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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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결과간의 연관성 분석 

가.  전체 결과에 대한 비교 

7가지 종류,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총 210개 복합레진 시편에 대한 

TP와 %T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는 0.626 (p<0.05)으로 나타났다 (Table 7). 

두 가지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산점도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나.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른 결과에 대한 비교 

7가지 복합레진 종류에 해당하는 각각 30개의 시편에 대한 TP와 %T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ES를 제외한 6종의 복합레진에서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ES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Shade category에 따른 결과에 대한 비교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각각 70개의 시편에 대한 TP와 %T 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shade category 모두에서 각각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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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P and %T 

 Correlation coefficient Sig. 

   

Total 

(N=210) 
0.626

*
 < 0.001 

   

Composite 

(N=30) 
  

BF 0.888
*
 < 0.001 

DF 0.927
*
 < 0.001 

ED 0.929
*
 < 0.001 

ES 0.356 0.054 

GD 0.992
*
 < 0.001 

PR 0.977
*
 < 0.001 

TC 0.763
*
 < 0.001 

   

Shade Category 

(N=70) 
  

Dentin 0.528
*
 < 0.001 

Enamel 0.403
*
 < 0.001 

Translucent 0.407
*
 < 0.001 

        * Correl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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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orrelation between TP and %T based on all composit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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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에 따른 반투명도 

  복합레진의 반투명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정한 shade에 해당

하는 다양한 종류의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

번 연구에서는 7종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dentin, enamel, translucent의 일정한 

shade category에 해당하는 시편의 반투명도를 측정함으로써 복합레진의 종류와 

shade에 따른 반투명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결과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는 종

류와 shade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료의 반투명도는 시편의 두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많은 연구에서 시편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반투명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M. Fujita, Kawakami, 등, 

2005; Kamishima 등, 2005; Y. Lee and Powers, 2005; B. Yu and Lee, 2008c). 

이번 연구에서는 1 ㎜ 두께의 시편만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시편의 두께에 의한 

영향은 배제할 수 있었다.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는 matrix와 filler의 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Ikeda 등, 2005; J. Kim 등, 2006; Y. K. Lee 등, 2005; Nakamura 등, 2002; 

Sidhu 등, 2006). 이번 연구에 사용된 여러 종류와 shade의 복합레진에서 

반투명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복합레진의 matrix와 filler의 조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Azzorpardi 등은 silica filler가 포함된 복합레진에서 matrix의 종류는 반투명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filler에 대한 Bis-GMA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light transmittan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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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짐을 보고하였으며(Azzopardi 등, 2009), Lee는 filler 함량이 높아질수록 복합레진의 

TP 값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Y. Lee, 2008). 이번 연구에 사용된 Beautifil II는 

matrix의 함량이 12.5% 미만으로 다른 복합레진에 비해 낮다. Beautifil II는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 모두에서 다른 복합레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TP와 %T를 

나타내었다. Empress Direct의 경우 filler의 함량이 52-59%로 다른 복합레진에 비해 

낮다. Empress Direct의 경우 dentin shade에서 보통의 TP와 %T를 나타내었고, 

enamel과 translucent shade에서 높은 TP와 %T를 나타내었다. 

Arikawa 등은 작고 불균일한 형태의 filler가 포함된 복합레진이 크고 둥근 형태의 

filler가 포함된 복합레진에 비해 light transmittance가 높고, filler size가 작을수록 

light transmittance가 높음을 보고하였다(Arikawa 등, 2007). Dos Santos 등은 

0.6 ㎛의 filler가 포함된 복합레진에 비해 20 ㎚의 filler가 포함된 복합레진의 light 

transmittance가 높음을 보고하였다(dos Santos 등, 2008). 이번 연구에 사용된 

Estellite Sigma Quick는 microfill type의 복합레진이며, filler의 크기가 0.1-0.3 

㎛로 다른 복합레진에 비해 크다. Estellite Sigma Quick 의 TP는 dentin, 

translucent shade에서는 보통으로, enamel shade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T는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Denfil의 경우 제조사의 

정보가 불충분하여 결과를 고찰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Microhybrid type으로 

분류되는 복합레진이지만, filler의 크기가 barium silicate≤1 ㎛, fumed silica=0.04 

㎛로 nanofiller와 비슷한 크기의 filler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Denfil의 

TP는 dentin shade에서 높게, enamel과 translucent shade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T는 dentin, enamel, translucent shade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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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지는 nanofiller가 함유된 경우 400-600 ㎚ 

파장의 가시광선을 산란시키지 않기 때문에 refractive index와 관계 없이 높은 

반투명도를 나타낸다(Mitra 등, 2003). 또한 nanofiller가 함유된 경우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matrix의 refractive index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Ivoclar Vivadent AG, 2007). 이번 연구에 사용된 nanohybrid type의 

복합레진은 Beautifil II, Empress Direct, Premisa, Tetric N-Ceram이다. Beautifil 

II의 경우는 nanofiller가 함유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 -낮은 matrix 함량- 로 

인해 낮은 TP와 %T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Empress Direct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이유 -낮은 filler 함량- 에 nanofiller의 영향이 더해져서 높은 TP와 %T를 

나타내었을 것이다. Premisa의 경우 TP는 dentin, enamel, translucent 모두 낮게 

나타났고 %T는 보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0%로 약간 높은 filler 함량 또는 

포함되어 있는 prepolymerized filler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Tetric N-

Ceram의 경우, dentin, translucent shade의 TP는 낮게 나타났고, enamel shade의 

TP 및, 모든 shade에서의 %T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Matrix와 filler의 refractive index가 비슷한 경우 높은 반투명도를 나타낸다(K. 

Fujita, Nishiyama, 등, 2005). Refractive index는 원자번호가 높은 원소를 

포함함에 따라 높아지므로, metal oxide filler는 상대적으로 높은 refractive index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Barium oxide의 refractive index는 1.98로, 통상적인 

resin monomer의 1.49-1.56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Ytterbium trifluoride의 refractive index는 

1.53으로 복합레진의 반투명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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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Ivoclar Vivadent AG, 2007). 이번 연구에 사용된 Gradia Direct는 유일하게 

barium glass를 함유하지 않아 방사선투과성을 가지는 복합레진이다. Gradia 

Direct의 TP는 dentin, enamel shade에서 보통으로, translucent shade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T는 dentin shade에서 낮게, enamel과 translucent shade에서 

보통으로 나타났다. Microhybrid type의 복합레진인 것과 평균 0.85 ㎛의 

상대적으로 큰 filler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자연치에서 상아질과 법랑질의 시편을 얻을 경우 표면이 편평하지 

않고 조성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자연치의 상아질과 법랑질의 반투명도에 대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1 ㎜ 두께의 상아질의 TP 

값을 16.4(Bin Yu 등, 2009)로, 법랑질의 TP 값을 28.45(Li 등, 2010), 18.7(Bin 

Yu 등, 2009) 보고하였으며,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연치의 

반투명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27 - 

2.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한 결과간의 연관성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각각의 방법이 

반투명도를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며, 

각각의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반투명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translucen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반투명도 평가 방법을 사용한 결과 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해 두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두 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한 

결과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ranslucency parameter와 같이 시편의 reflectance 측정을 시행할 경우에 

시편의 모서리 쪽으로 산란된 빛이 흡수되지 못하고 소실되는 edge-loss 현상이 

나타나며(Bolt 등, 1994), 이는 측정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Ragain and Johnston, 2001).  Edge-loss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편을 plasticine에 묻어서 모서리 쪽으로 산란된 빛이 다시 시편으로 

반사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reflectance를 측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며(Johnston 등, 1996),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TP를 측정하였을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있다(Bin Yu 

등, 2009). 

Translucency parameter는 white background가 빛을 완전히 반사하고, black 

background가 빛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어야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기존 

연구들에서 translucency parameter 측정의 background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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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았고, 이번 실험에서도 사용된 background의 reflectance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Light transmittance를 측정할 때, 광원으로 사용되는 tungsten-halogen light 

source는 360-2000 ㎚ 파장의 빛을 내보내는데, 360-430 ㎚ 파장 영역에서는 

빛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이 영역에서 측정된 

light transmittance가 mean light transmittance (%T)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한 상관분석에서, Estellite Sigma Quick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특히 %T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Estellite Sigma Quick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 중 유일하게 

hybrid type이 아닌 microfill type의 복합레진으로, 0.1-0.3 ㎛ 크기의 filler를 

포함하고 있으며, matrix와 filler의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filler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빛의 진행 및 산란에 영향을 미쳐 반투명도 측정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평가 방법간의 비교에서, 동일한 종류의 복합레진에 대하여 각각 

상관분석을 시행한 경우 전체 결과에 대하여 시행한 경우에 비해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성 또는 같은 종류의 복합레진의 

반투명도 평가에 있어서는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서로 다른 종류의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를 평가할 때에 

있어서는 반투명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복합레진의 반투명도 측정을 위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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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1.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를 통해 나타난 복합레진의 

반투명도는 7종의 제조사에 따른 복합레진의 종류와 3가지 shade category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2. Translucency parameter와 light transmittance 두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626, p<0.05).  

7가지 복합레진 종류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Estellite Sigma Quick을 제외한 6종의 

복합레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763-

0.992, p<0.05). 세 가지 shade category에 대한 상관분석에서, 세 가지 shade 

category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0.403-

0.52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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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compare the translucency among seven 

different kinds of composite materials and among three different shade 

categories - dentin, enamel and translucent - by determining translucency 

parameter (TP) and light transmittance (%T), and 2)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of two evaluation methods. 

3 shades (dentin A3, enamel A3, clear translucent) of 7 composite materials 

(Beautifil II(BF), Denfil(DF), Empress Direct(ED), Estellite Sigma Quick(ES), 

Gradia Direct(GD), Premisa(PR), Tetric N-Ceram(TC))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were screened in this study. 10 disk-shaped specimens (10 ㎜ 

in diameter and 1 ㎜ in thickness) were prepared for each material. For TP 

measurement, values for color of each specimen were recorded according to 

CIELAB color scale against white and black backgrounds with a colorimeter and 

TP values were calculated. For %T measurement, by using spectrometer and 

computer software, the light spectrum passed through the specimen was 

analyzed by determining the mean value for the percentage of direct 

transmittance in the range between 380 and 780 ㎚. Two-way ANOV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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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to compare TP and %T for composite materials and shade categories. 

One-way ANOVA and Tukey’s test for 7 composite materials in each shade 

category and for 3 shade categories in each composite material were followed. 

Correlation between two evaluation methods was determin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ll statistical procedures were performed within the 

confidence level of 95%. 

TP and %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composite materials and 

shade categories (p<0.05). TP of different composite materi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orders in each shade category (p<0.05), and 

TP of different shade catego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composite material (p<0.05). %T of different composite material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orders in each shade category (p<0.05), 

and %T of different shade categori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composite material (p<0.05) except BF and 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wo evaluation methods, TP and %T 

(r=0.626, p<0.05). The methods showed strong correlation in each of six 

composite material (r=0.763-0.992, p<0.05) except ES, and showed moderate 

correlation in each of three shade categories (r=0.403-0.528, p<0.05). 

In this study, two methods showed much stronger correlation when analyzed 

in each composite material respectively rather than analyzed together, therefore 

th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use a method that can measure translucency 

more quantitative in evaluating different kinds of composite material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 evaluation for the translucency of 

composi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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