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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Micro-CT를 이용한 복합레진의 내부적합성 측정 

및 중합수축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목적은 질산은 용액과 micro-CT를 이용하여 복합레진에 따른 내부적합

성을 thermo-mechanical loading하에서 분석하고, 시편 절단 후 현미경으로 분석한 

미세간극과 비교하여 중합수축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복합레진은 4개의 충전용 레진 (Gradia direct, Filtek P90, Filtek Z350, 

Charisma) 과 2개의 flowable resin (SDR, Tetric N-flow) 을 사용하였다.   재료

들의 중합수축력과 중합수축량을 측정한 후 내부적합성 측정을 위해 치아시편을 제작

하여thermo-mechanical loading전후에 질산은 용액을 침투시키고 Micro-CT촬영하

여 질산은의 침투도 (%Silver nitrate Penetration, %SP)를 계산하였다. 이후 시편을 

협,설측 방향으로 절단 후 rhodamine 으로 염색하고,  stereomicroscope으로 염색약

의 침투도 (%Rhodamine Penetration, %RP) 를 측정하였다. 각 군의 중합수축량, 중

합수축력, %SP 와 %RP결과에 대해 95% 유의 수준에서 one-way Anova를 시행하

고,  loading전,후의 차이는 각 군별로paired T-test로 비교하였다. 각 결과의 상관관

계 비교는 95% 유의수준에서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시행하였다.

중합수축량은 P9 < Z3 ≤ GD < CH ≤ SD < TF (p<0.05), 중합수축력은 P9 ≤ 

GD ≤ Z3 ≤ CH ≤ SD < TF (p<0.05), %SP는 load 전 P9 ≤ GD ≤ Z3 < CH ≤ 

SD < TF (p<0.05) , load 후 P9 ≤ GD ≤ Z3 ≤ CH ≤ SD < TF (p<0.05)였으며, 

모든 군에서 loading후 증가하였다(p<0.05). %RP는 %SP 보다 큰 값을 기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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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810, p<0.001). 

염료를 침투시켜 시편 절단 후 관찰하는 기존의 연구방법이 여러 실험요소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Micro-CT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더 안정적이

고 일정한 결과값을 반복적으로 낼 수 있으며 시편 파괴 없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가진다. 

 

                                                                               

핵심되는 말 : Micro-CT, 내부 접합성, 중합수축력, 중합수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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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T를 이용한 복합레진의  

내부적합성 측정 및 중합수축과의 상관관계 

 

<지도교수 : 박 성 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현 주  

 

 

 

I. 서 론 

최근 심미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며 전치부 및 구치부 수복에 복합레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복합레진은 심미성 이외에 치질과의 접착이 가능하고, 보존적인 

와동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량체가 중합체로 전환되는 중합과정에서 

약 1.67-5.68%의 중합수축이 일어나 여러 가지 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ausch 

et al., 1982). 중합수축에 의해 치질-복합레진 계면의 응력이 발생하고 미세간극을 

유발하여 타액, 세균의 유입을 허용하는 미세누출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이차 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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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의 병적 변화, 상아질-복합레진 접착의 파괴로 인한 수복물 상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Hashimoto et al., 2003) 내부적합성이 저하되어 술후 민감성이나 저작통등 

임상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Eick and Welch, 1986).  

 Souza-Junior 등은 시편을 절단하여 내부 접합성을 평가하였는데 상아질-복합레진 

계면의 미세간극은 치수저와 치수선각부위에서 가장 많이 형성됨을 

발견하였다(Souza-Junior et al., 2011). 이러한 수복물 하방의 미세간극 형성은 

상아세관액의 흐름을 야기하여 술후민감증을 야기할 수 있으며(Eick and Welch, 

1986) 상아질내 상아세관액이 접착제 층으로 침투될 경우 water-filled region 이 

발생하여 상아질 접착제의 용해를 야기 할 수 있다(Tay and Pashley, 2003). 기존의 

내부적합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대부분 basic fuchsin, methylene blue, erythrosin, 

silver nitrate, radioactive marker 등 염료를 침투시킨 후 절단하여 평가하였다(Alani 

and Toh, 1997). 염료를 침투시키는 방법은 시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계면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절단면의 부위에 따라 국소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전체 계면의 

대표값이 된다는 점에서 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Raskin et al., 2003). 또한 

표지자의 크기와 농도, 운반용액의 pH, 치질과의 친화성에 따라 침투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직까지 명확한 프로토콜 및 평가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임상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Kakaboura et al., 2007).  

최근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치아내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Micro-CT 가 소개되었고 

작은 시편의 3 차원적 영상을 고해상도로 얻을 수 있어 치과 여러분야 뿐 아니라 

중합수축 및 미세누출의 측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상아질-복합레진 접착계면의 

기계적 부하에 관한 3 차원적 분석(De Santis et al., 2005), 복합레진의 중합 전후 

수축량을 Micro-CT 로 비교 분석한 연구(Kakaboura et al., 2007; Sun et al., 

2009)에서는 내부적합성을 3 차원적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실제 임상과 연관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Kwon 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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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 연구에서 대구치에 1 급 와동을 형성한 후 광중합형글라스아이오노머 기저재 

사용 여부에 따른 접착성 수복물의 내구성을 Micro-CT 를 이용하여 비교 

평가하였다(Park and Kown, 2012). 임상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상아세관을 통해 

질산은 용액을 침투시켜 미세간극 부위에 침투된 질산은 용액의 양을 측정하여 

전체적인 내부적합성 정도를 수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었고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실제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에 의해 발생한 응력과 미세누출이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Braga et al., 2002; Calheiros et al., 2004) 이러한 

중합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고분자량 단량체(TCD-

urethane 또는 dimer dicarbamate dimethacrylate)의 도입, filler 함량의 증가 또는 

새로운 filler 의 개발 등 레진조성의 변화(Braga and Ferracane, 2004)와, 적층 수복 

방법, 새로운 curing mode 의 사용등 술식의 변화를 시도해 왔다. 최근 Bis-GMA 

based composite 을 대신하여 중합수축이 적은 silorane-based 복합레진이 low-

shrinkage composite 으로 개발되었다. silorane 은 siloxane core 와 4 개의 oxirane 

ring 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합이 개시되면서 oxirane ring 이 다른 단량체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oxirane ring opening 과정에서 체적 팽창이 일어나며 이는 중합수축을 

일부 보상하여 1%이하의 중합수축량을 보인다(Weinmann et al., 2005). 또 다른 

시도로 modified urethane di-methacrylate resin 을 사용해 polymerisation rate 를 

낮춤으로서 한 번에 4mm bulk filling 이 가능한 SDR (stress decreasing resin)이 

개발되었다(Roggendorf et al., 2011). 다른 기존의 methacrylate-based flowable 

resin 에 비해 중합수축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임상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며 (Ilie 

and Hickel, 2011) 아직 in vitro, in vivo 상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미세간극을 유발시키지 않는 재료 및 수복 방법의 개발은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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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재료에 대한 연구들도 미비하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수복물의 

내부적합성 및 미세누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전의 연구를 바탕으로, Micro-CT 를 이용하여 복합레진에 

따른 상아질-복합레진 접착계면의 내부적합성을 분석하고, 이를 시편의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미세간극과 비교하여 중합수축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영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Micro-CT 를 이용한 검사에서 각 복합레진에 따른 내부적합성의 차이는 없다. 

둘째, 중합수축량 또는 중합수축력과 Micro-CT 로 측정한 내부적합성의 연관성은 

없다. 

셋째, Micro-CT 로 측정한 내부적합성과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미세간극의 

연관성은 없다. 

넷째, 중합수축량 또는 중합수축력과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미세간극의 

연관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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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이번 연구는 제조사별로 다른 6 종의 복합레진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의 종류 및 조성은 Table1,2 에 정리되어 있다. 

Table1. Composit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Code Product Manufacturer 

P9 Filtek P90 3M ESPE, St Paul, MN, USA 

GD Gradia Direct GC Co., Milford, DE, USA 

Z3 Filtek Z350 3M ESPE, St Paul, MN, USA 

CH Charisma Heraeus Kulzer, Dormagen, Germany 

SD SDR Dentsply Caulk, Milford, DE, USA 

TF Tetric N-flow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 

 

Table2.  Composition of composite materials  

Code Base resin Filler(wt.%) EM(GPa)

P9 Silorane-based 76%  9.6 

GD 
 UDMA 

dimethacrylate co-monomers 
73% 6.3 

Z3 Bis-GMA/EMA, UDMA 78.5% 11 

CH Bis-GMA, TEGDMA 78% 8 

SD 
Modified urethane dimethacrylate  

EBPADMA/ TEGDMA 
68% 5.7 

TF Bis-GMA, TEGDMA 63.8 5.3 

From manufacturer’s information. 

BIS-GMA: Bisphenol A dimethacrylate 

BIS-EMA: Bisphenol A polyetheylene glycol diether dimethacrylate 

UDMA: urethane dimethacrylate 

TEGDMA: Triethyleneglycol dimethacrylate 

EBPADMA: ethoxylated Bisphenol A di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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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합수축량 측정 

직경이 4.5mm 이고 깊이가 1.3mm 인 원주형의 몰드에 복합 레진을 적용하여 동 

일한 양의 레진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과의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glycerin gel 을 

금속디스크와 slide glass 위에 얇게 도포한 다음 중합 수축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Linometer(R&B Inc., Daejon, Korea)의 금속디스크 위에 레진 시편을 

위치시키고 slide glass 를 덮었다.  

Slide glass 상부에 이번 실험을 위해 자체 제작한 광조사 차단장치(R&B Inc., 

Daejon, Korea)를 위치시키고 이 장치가 움직일 때 방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광조사기(Curing Light XL 3000, 3M dental Product. St. Paul, MN, 

USA)를 위치시킨 다음 40 초 중합 시켰다. 광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복합 레진은 

빛의 방향으로 수축을 하며, 복합레진과 함께 금속디스크도 같이 이동을 하고, 측정된 

결과는 컴퓨터에 저장된다(Fig. 1). 중합수축량은 광조사 시작한 시점부터 120 초동안 

8 회 측정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custom made Li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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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합수축력 측정 

복합레진의 중합수축력은 자체 제작한 기기(R&B Inc., Daejon,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Fig. 2). 이 기기는 모터에 의하여 금속봉이 상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금속봉에 가해지는 중합수축력은 금속봉에 연결되어 있는 load cell 에 의해 

측정된다. 아크릴 판을 통하여 빛이 아래로부터 투사되어 복합레진을 중합시키게 

되며, 전 과정은 본 기기를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어된다. 우선 

실험에 사용되는 수복 재료 0.3g 을 금속봉 말단에 위치시키고 시편의 두께가 

1mm 가 되도록 금속봉 위치를 조절한 후 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금속봉과 

복합레진 사이의 stress 상태를 영점으로 조절하였다. 영점 조절이 이루어진 후 

광조사기 (Curing Light XL 3000, 3M dental Product. S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40 초동안 아크릴 판을 통하여 시편을 광조사 시키고, 이 때 복합레진에 

가해지는 stress 를 소프트웨어가 0.5 초마다 기록하게 하였다. 중합수축력은 

광조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180 초 동안 8 회 측정하였다. 

Fig. 2. Schematic drawing of the custom made polymerization shrinkage stress 

measuring machine with a sample in place 



- 8 - 

 

4. 내부적합성 측정 

가. 시편의 제작 

치관에 균열이나 우식이 없는, 교정치료를 목적으로 한달 이내에 발거된 건전한 

사람의 소구치 48 개를 고속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치경부에서 치근을 

절단하였다. 치관부에는 표준 1 급 와동을 고속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형성하였고, 

구내방사선사진 촬영기와 Metal gauge 를 이용하여 와동저가 치수강과 1.0mm 이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 3). 

 

Fig. 3. Confirmation of the thickness of cavity floor using x-ray  

48 개의 시편을 8 개씩 6 개의 군으로 나누어 재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GD, P9, Z3, CH) 

: 10% 인산(ALL-ETCH, Bisco Inc, Schaumburg IL, USA)으로 15 초간 

산처리(법랑질은 탐침으로 agitation 하고 상아질은 agitation 하지 않는다.)후 

수세하였다. 상아질 접착제(XP bond, Dentsply Caulk, Milford, DE, USA)를 적용한 

후 20 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광중합시켰다. 복합레진을 2 mm 씩 적층법으로 적용한 후 20 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 (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광중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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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ble resin (SD, TF)  

: 10% 인산(ALL-ETCH, Bisco Inc, Schaumburg IL, USA)으로 15 초간 

산처리(법랑질은 탐침으로 agitation 하고 상아질은 agitation 하지 않는다.)후 

수세하였다. 상아질 접착제(XP bond, Dentsply Caulk, Milford, DE, USA)를 적용한 

후 20 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광중합시켰다. Tetric N-flow 는 2 mm 씩, SDR 은 4mm 적용한 후 

20 초간 LED type 의 광조사기 (Bluephase,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로 광중합시켰다. 

 

나. 질산은(Silver nitrate)용액의 적용 

치수강 부위를 17% EDTA 로 5 분간 soaking 후 생리식염수로 수세하고 25%의 

질산은 용액에 치아를 위치시킨 후 3 kg 의 압력을 3 일간 가했다(Fig. 4). 

Fig. 4. Infiltration of silver ni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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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ewing simulator 를 통한 기계적 부하의 적용 

Chewing simulator CS-4.8 (SD Mechatronik, Feldkirchen-Westerham, Germany) 

(Fig. 5)를 이용하여 thermodynamic condition(5-55oC) 하에서 5 kgf(49N), 

600,000 회의 mechanical loading 을 가했다. 8 개 chamber 하방의 플라스틱 sample 

holder 에 시편을 embedding 하여 고정 후 수직, 수평적으로 운동을 하며 상부에서 

loading 이 가해져 저작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Fig. 6). 

Fig.5. Chewing simulator                      Fig. 6. Mechanical loading  

 

라. Micro-CT 를 이용한 촬영 및 분석 

고해상도의 Micro-CT(Model 1076, SkyScan, Aartselaar, Belgium)를 이용하여 

100kV accelating voltage; 100µA beam current; 0.5mm Al filter; 18 µm resolution; 

360° rotation at 0.5° step 조건에서 촬영하였다. 각 시편마다 1100-1300 장의 

image 를 총 2 회(질산은 용액 적용 후, Mechanical loading 및 질산은 용액 적용 후) 

촬영하였고 매 촬영마다 촬영축의 변화가 없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template 를 

제작하였다. Image 분석은 CTAn (SkyScan, Aartselaar, Belgium)과  DataViewer 

(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 을 이용하였다. 길이를 측정하기 전 

DataViewer (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 으로 치질과 수복물 및 

질산은의 density(상아질: 40∼65, 광중합형글라스아이오노머: 60∼75, 복합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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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0, 질산은 125∼180)를 측정하였다. 질산은 용액이 침투된 미세간극의 정확한 

density 를 측정하기 위해, 촬영된 2D image 를 coronal section 으로 

reconstruction(fig. 7)하여 질산은 용액 침투 부위를 확인하고 침투된 부위는 

density 가 141 이상 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Reconstruction of coronal view at DataViewer program 

 

시편마다 촬영된 2D image 중 와동의 근원심 거리의 중앙에 해당되는 곳을 기준으로, 

와동의 치수저와 질산은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100 장 

(18µm×100=1.8 mm)의 image 를 선정한 후 CTAn (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선정된 100 장의 2D image 

중 90µm 간격으로, 20 장의 image 를 선정하여 와동의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해 

141 이상의 index 를 가지는 질산은 용액의 침투된 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백분율로 

기록하였다(%SP)(fig. 8). 시편마다 평균값을 구하여 mechanical loading 전후의 

미세간극 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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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질산은 침투 길이/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 

 

Fig. 8. Analysis of line 

 

마. 시편 절단 후 현미경 관찰 

 각 시편을 자가중합형 acrylic resin 에 embedding 하여 slow-speed diamond 

saw(500rpm, Isomet, Buehler, IL, USA)를 사용해 근원심폭이 1mm 되도록 협설측 

방향으로 절단하였다. 절단하여 얻은 시편을 polishing(1200# SiC paper) 후 

증류수로 희석한 1% rhodamine 용액을 24 시간동안 침투시켰다. Stereomicroscope 

(Leica Inc. X120)으로 관찰한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image J program 을 

사용하여 현미경 사진상에서의 미세간극 길이를 측정하였다. 와동의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한 미세간극 길이의 비율을 측정하고 이를 백분율로 기록하였다 

(%RP).  

%RP=Rhodamine 침투 길이+질산은 침투 길이/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 

 

 

 



- 13 - 

 

실험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9). 

 

Fig. 9. Illustration of experimental design 

 

5. 통계 분석 

1) 각 군의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 차이를 one-Way ANOVA 로 비교 분석하였고, 

Scheffe analysis 로 사후 검정하였다.  

2) 각 군의 와동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해 질산은 용액 침투된 길이의 백분율 

차이를 One Way ANOVA 로 비교 분석하였고, 각 군별로 Mechanical loading 전·후 

차이를 Paired T-test 로 비교 분석하였다. Scheffe analysis 로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는 9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과 질산은 용액 침투 길이, 절단 후 미세간극 길이의 상관

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로 비교 분석하였다. 

 



- 14 - 

 

III. 결 과 

 

1. 중합수축량의 측정 

120 초 후의 중합수축량 및 표준편차는 Table 3 에 나타내었고 측정된 값을 비교해 

보면 P9 < Z3 ≤ GD < CH ≤ SD < TF 순으로 나타났다(p<0.05). 시간에 따른 

중합수축량의 변화는 Fig. 9 에 나타내었다. 

 

Table 3. Amount of linear shrinkage and standard deviation (SD : standard deviation) 

 Average(um) SD 

P9 3.42a  0.91 

GD 13.40b 1.25 

Z3 10.98b 1.03 

CH 23.38c 1.39 

SD 25.40c 1.82 

TF 35.48d 3.42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linear shrinkage values at p<0.05 level.  

 

 

Fig. 10. Change of the linear polymerization shrinkage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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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합수축력의 측정 

180 초 후의 중합수축력 및 표준편차는 Table 4 에 나타내었고 측정된 값을 비교해 

보면 P9 ≤ GD ≤ Z3 ≤ CH ≤ SD < TF 순으로 나타났다(p<0.05). 시간에 따른 

중합수축력의 변화는 Fig. 10 에 나타내었다. 

 

Table 4. Amount of shrinkage stress and standard deviation (SD : standard deviation) 

 Average(kgf) SD 

P9 1.78a 0.45 

GD 2.28ab 0.24 

Z3 2.48bc 0.15 

CH 2.87bc 0.31 

SD 3.07c 0.15 

TF 4.01d 0.37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shrinkage stress values at p<0.05 level.  

 

 

Fig. 11. Change of the polymerization stress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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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산은(silver nitrate) 용액의 전반적인 침투 양상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resin 군(GD, P9, Z3, CH)은 질산은 용액이 치수저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고(Fig. 11,13,15,17), 일부 수복물 내에 미세한 기포 

관찰되었다. mechanical loading 전에 비해 후에 미세간극 부위로 질산은 용액의 

침투 양이 많아 졌고(Fig. 12,14,16,18), Mechanical loading 전후의 차이는 

Z3 군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Fig. 15,16). 

 

1) P9 군  

 

Fig. 12.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13. After mechanical loading   

2) GD 군 

 

Fig. 14.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15. After mechan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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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3 군 

 

Fig. 16.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17. After mechanical loading 

 

4) CH 군 

  

Fig. 18.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19. After mechanical loading 

 

 

flowble resin 군(SD, TF)은 기포나 결손부위 없이 와동내에 긴밀하게 접합되었다.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resin 군에 비해 질산은 용액이 주로 치수선각(axio-pulpal line 

angle)부위에 집중적으로 침투되었고 mechanical loading 전에 많은 양이 

침투되었으나(Fig. 19, 21) mechanical loading 전후의 변화량은 적었다(Fig. 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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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D 군 

 

Fig. 20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21 After mechanical loading 

 

6) TF 군 

 

Fig. 22 Before mechanical loading       Fig. 23 After mechanical loading   

 

4. 치수저 전체 길이에 대한 질산은 용액 침투된 길이의 

백분율(%SP) 

와동의 치수저 변연 전체 길이에 대해 141 이상의 index 를 가지는 질산은 용액의 

침투된 길이의 백분율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Table 5, Fig23 에 나타내었다. load 전 

P9 ≤ GD ≤ Z3 < CH ≤ SD < TF (p<0.05), load 후 P9 ≤ GD ≤ Z3 ≤ CH ≤ SD 

< TF (p<0.05)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군에서 mechanical loading 전·후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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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percent(%) of silver nitrate penetrate length to whole pulpal wall 

length(%SP) (SD : standard deviation)  

Thermo-mechanical  

loading 

before after 

 Average SD Average SD 

P9 17.6a 2.4 24.4a 3.3 * 

GD 20.6a 2.8 26.8a 2.9 * 

Z3 21.9a 4.9  29.5ab 5.4 * 

CH 28.0b 4.4  34.7bc 3.4 * 

SD 33.8b 5.9 38.0c 6.3 * 

TF 46.0c 10.0 49.8d  10.1 *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penetration % level among filling materials 

(p<0.05)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respectively.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netrat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p<0.05) 
 

 

Fig. 24 Mean percent(%) and standard deviation and of silver nitrate penetrate 

length to whole pulpal wall length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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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단면 관찰 

1) intact margin 

복합레진과 상아질 사이 균일한 두께의 

갈색 상아질 접착제 층이 관찰된다. 

   

 

 

   Fig. 25 intact margin (X120) 

  

2) 질산은 침투된 미세간극  

갈색의 상아질 접착제 층이 파괴되고 

형성된 미세간극으로 검은색의 질산은

이 모두 침투한 양상 보인다. 

 

 

Fig. 26 microgap with silver nitrate penetration (X120) 

 

3) 질산은 침투되지 못한 미세간극-Rhodamine 침투   

 갈색의 상아질 접착제 debond와 그 

부위로 rhodamine침투되어 붉은 색조

로 관찰된다. 

 

 

Fig. 27 microgap with rhodamine penetration (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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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는 P9 ≤ GD ≤ Z3 ≤ CH ≤ SD ≤ TF(p<0.05)순으로 나타났고 (Table 

6) %SP와 비교하였을 때(Fig.24) 전반적으로  더 큰 값을 나타냈으며 표준편차 또한 

크게 나타났다.  

Table6. Mean percent(%) of total rhodamine penetratelength to whole pulpal wall 

length (%RP) (SD : standard deviation) 

 Total microgap SD 

P9 34.4a 10.8 

GD 36.7a 9.2 

Z3 37.1a 9.1 

CH 41.7ab 11.8 

SD 49.1ab  11.9 

TF 55.3ab 10.9 

Different letters indicate different microgap values at p<0.05 level.  

 

 

 

6. 상관관계 분석 

%SP 와 %RP 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p<0.001, Pearson correlation Constant 

0.810).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과 thermo-mechanical loading 전,후의 %SP, %RP 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Table 7 에 나타내었다. Thermo-mechanical loading 전 %SP 와 

중합수축력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고 %RP 보다 %SP 가 중합수축력, 

중합수축량과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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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 Pearson correlation constant  

 %SP %RP 

Thermo-mechanical 

loading 
Before After  

중합수축량 0.805 0.777 0.655 

중합수축력 0.819 0.785 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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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은 복합레진/상아질 계면의 응력을 야기하고 미세간극을 

형성하여 임상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실험적 결과와 임상적 상황에서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즉 중합수축량과 미세누출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연구(Gerdolle et al., 2008; Peutzfeldt and Asmussen, 2004; 

Rosin et al., 2002), 중합수축력과 미세누출의 연관성을 보기 위한 연구(Braga et al., 

2002; Calheiros et al., 2004) 등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와동 

변연의 미세누출을 연구한 것으로, 내부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변연의 미세간극 형성에는 중합수축력 뿐 아니라 unbounded surface 에서의 

복합레진 flowability 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연 또는 치경부 미세누출과 

내부접착 계면의 미세누출은 서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중합수축량과 중합수축력의 결과가 실제 치아에서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내부적합성 

파괴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산은 침투 후 Micro-

CT 를 이용하여 내부적합성을 측정하였다. 치아에 복합레진을 수복할 때 형성되는 

응력은 중합수축량, 탄성률등 재료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와동의 C-factor 

(접착면/비접착면), 광조사 방법, 복합레진과 와동벽과의 결합력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Condon and Ferracane, 2000) 본 실험에서는 와동크기와 형태, 

광조사 방법, 상아질 접착제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복합레진 자체의 특성을 

제외한 요인을 제어하였다.  

Micro-CT 로 촬영을 한 후 미세간극에 침투된 질산은 길이를 측정하는 

protocol 은 이전 연구 (Park and Kown, 2012)에 근거하였다. 질산은 용액이 침투된 

미세간극의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수복물이 치아와 유사한 density 로 

인해 생기는 "background noise"(Chen et al., 2009)를 최소화하기 Data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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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can, Aartselaar, Belgium) program 상의 coronal section image 를 참고하여 

질산은 용액 침투 부위를 확인하였다. Thermo-mechanical loading 전에 

침투된 %SP 값은 복합레진/상아질 계면에 형성된 미세간극을 의미하며, 초기 

내부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측정결과 P9 가 가장 낮은 값, TF 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CH 를 제외한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P9, GD, Z3)은 flowable resin(SD, 

TF)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질산은 침투양상을 보면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resin 군 몇몇 시편에서 기포가 

관찰된 반면 flowable resin 은 전반적으로 와동벽에 잘 접합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레진의 flowability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장 흐름성이 낮아 조작성이 

좋지 않았던 P9 에서 다수의 기포가 관찰되었다. Flowable resin 군에서 질산은 침투가 

치수선각 부위에 집중된 양상은 복합레진을 충전한 후 발생하는 중합수축력을 

photoelastic model 로 측정한 연구(Kinomoto et al., 2000)에서의 응력 분포양상과 

일치하며 이러한 응력 집중으로 치수선각부위에 미세간극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과 flowble resin 의 적용방법의 차이로, 

복합레진은 수복시 레진 applicator 로 packing 을 할 수 있지만 fowable resin 은 

injection gun 으로 적용을 하고 packing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수선각 부위에 

간극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Oliveira et al., 2010). 

  임상과 유사한 저작력과 온도변화에 따라 내부적합성이 파괴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chewing simulator 를 이용하여 5-55oC 의 thermocycling, 5 kgf(49N), 

600,000 회의 mechanical loading 을 가하였고, 모든 군에서 mechanical loading 

전·후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있었다. 이는 mechanical loading 에 의해 내부적합성이 

파괴됨을 알 수 있으며 thermocycling 을 시행한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Nalcaci and Ulusoy, 2007). Mechanical loading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flowble resin 군(SD,TF)이 3-4%,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군(GD, P9, 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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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이 6-8%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flowable resin 이 낮은 탄성률을 보이며 

mechanical loading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수복물의 내부적합성의 

파괴를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Dietschi et al., 2003).  

Micro-CT 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편절단 후 stereomicroscope 로 

관찰하여 Micro-CT 영상과 비교한 결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Zeiger et al., 2009)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절단 후 상아질-복합레진 

계면에 형성된 미세간극을 측정하기 위해 rhodamine 용액을 침투시킨 결과 질산은이 

침투되지 못한 미세간극으로 rhodamine 이 침투되었고 이미 질산은이 침투된 부위는 

미세간극이 형성되어 있던 부위 % RP 는 rhodamine 침투 길이와 질산은 침투길이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에서 상아질/복합레진 계면이 

파괴되지 않은 경우 intact 한 갈색 색조의 layer 가 관찰 되었고(Fig. 24) 이는 

상아질 접착제로 추정된다. Micro-CT 상에서 질산은이 침투된 부위는 현미경 

사진에서 상아질 접착제의 debond 와 그 하방으로 검은 색조의 질산은이 들어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5). 질산은이 침투하지 못한 미세간극은 상아질 접착제 

layer 하방으로 하얗게 관찰되었으며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편에 rhodamine 을 

침투시킨 후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위를 측정하였다(Fig. 26). %SP 값보다 %RP 값이 

모두 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부 질산은이 침투하지 못한 부분과 시편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시편의 파괴 또는 분리된 부위에 rhodamine 이 염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시편을 절단한 후 rhodamine 등 염료를 통하여 

분석하는 기존 연구방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RP 는 %SP 와 높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p<0.001, Pearson Correlation Constant 0.810). 이는 Micro-CT 를 

이용한 미세간극의 측정법이 기존의 염료 침투 후 절단하여 관찰하는 측정법과 

연관성을 가지며 대체할 만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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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레진의 중합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단량체의 분자량 및 농도, filler 의 

함량 및 크기등이 있다(Braga et al., 2005). 본 실험에서 사용된 레진(GD. P9, Z3, 

CH)을 포함한 구치부 전용 복합 레진은 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filler 가 

포함되어 있다. 높은 filler 함량을 나타내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중합을 담당하는 

단량체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낮은 중합수축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filler 함량의 증가로 조작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낮은 분자량의 단량체를 사용해 

점도를 조절한다. 재료의 점도가 낮을수록 단량체의 운동이 활발해져 중합과정에서 

더 많은 단량체가 관여하므로 중합수축량도 커지게 된다(Davidson and Feilzer, 

1997). 본 실험에서 중합수축량 측정결과 나머지 충전용 레진에 비해 Charisma 가 

유의차 있게 높은 값을 나타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Charisma 는 점도를 낮추기 

위해 저분자량 단량체인 TEGDMA 의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적은 

고분자량 단량체인 UDMA, Bis-EMA 가 함유된 GD, Z3 에 비해  중합수축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Alvarez-Gayosso et al., 2004).  따라서 나머지 충전용 

레진에 비해 유의차 있게 높은 중합수축량을 보였다.  

P9 는 Silorane-based composite 으로 siloxane core 와 oxirane ring 으로 구성되어 

methacrylate-based composite 이 free-radical mechanism 을 통해 중합되는 것과 

달리 cationic ring-opening mechanism 을 통해 중합된다. 광조사를  시작하면 

acidic cation 에 의해 oxirane ring 이 open 되면서 open 된 oxirane ring 은 새로운 

acidic center 를 형성하고 다른 silorane monomer 와 chain 을 형성한다(Weinmann 

et al., 2005).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체적팽창이 일어나 중합수축을 보상하며 

중합수축량 측정 결과 다른 5 군과 비교하여 유의차 있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Ilie et al., 2007). 반면 이러한 silorane-based 

composite 이 중합수축량은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중합수축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Boaro et al., 2010; Marchesi et al., 2010). 다른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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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 composite 역시 중합수축량이 줄어도 중합수축력은 기존의 충전용 레진과 

비슷하며 미세누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있다(Tantbirojn et al., 

2011). 이러한 차이는 실제 중합수축력의 발생이 volumetric shrinkage 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의 탄성률, gel times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합수축량이 같은 

복합레진이라도 탄성률이 더 높으면 레진 내부에서의 flow 가 제한되어 중합수축력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raga et al., 2005). 하지만 앞서 언급한 

논문과는 달리 이번 실험에서 silorane-based 복합레진인 P9 는 가장 낮은 

중합수축력을 보였다. 이는 methacrylate-based composite 과 비교하여 중합수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gel point 를 delay 한다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Gao 

et al., 2012). 단량체가 중합체로 전환하는 중합수축 과정은 pre-gel phase 와 post-

gel phase 로 나눌 수 있다. Pre-gel phase 에서는 반응 입자들의 충분한 움직임을 

허용하여 체적 수축을 보상하며 유의할 만한 내부, 계면의 응력을 발생하지 

않는다(Davidson and de Gee, 1984). 반면, post-gel phase 에서는 semi-rigid 

polymer network 로 전환되며 재료내 움직임이 제한되어 중합이 지속될수록 

탄성계수가 증가하면서 응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gel point 가 delay 될수록 

움직임 허용하는 시간이 길어져 응력의 발생이 적게 나타난다. Silorane 을 구성하는 

oxirane 의 cationic ring-opening mechanism 과정에서 cation 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지연되면서 gel point 의 slow onset 이 발생하며, gel time 을 증가시켜 중합이 천천히 

진행되고 flow, stress relaxation 의 기회를 많이 제공된다고 보고되었다(Gao et al., 

2012). 결과적으로이와 같은 이유로, P9 이 비교적 높은 탄성률(9GPa)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서 가장 낮은 중합수축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중합수축량과 중합수축력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하지만, Z3 와 

GD 의 순위가 바뀌었고, 재료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레진 자체의 탄성률과 중합수축량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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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Z3 의 탄성률은 11GPa, 선형중합수축량은 10.4um 인 반면에, GD 는 각각 

6.3GPa, 13.40um 이었다. 따라서 중합수축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탄성률 

x 중합수축량의 값은 Z3 와 GD 가 각각 114.4, 84.42 로 GD 가 낮게 나타난다. 

충전용 레진인 Z3, GD, CH 를 비교해 보면 레진 composition 에 따라 탄성률이 

달라질 수 있다.  Dimethacrylate polymers 의 탄성률은 TEGDMA <Bis-EMA 

<UDMA <Bis-GMA 순으로 나타난다(Sideridou et al., 2003). 상대적으로 

TEGDMA 함량이 높은 CH 나 UDMA-based composite 인 GD 는 Bis-GMA based 

composite 인 Z3 에 비해 낮은 중합수축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합수축량이 커질수록 높은 중합수축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중합수축력은 재료의 조성과 탄성률에 영향을 받으므로 항상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Park et al., 2003)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P9 는 중합수축량은 나머지 다섯 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적었으나 

중합수축력은 GD 와 유의차 없었으며 %SP 값은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과 비교하여 유의차 없었다. P9 가 적은 중합수축량을 보이는 low-

shrinkage resin 으로 개발되었고, 비교적 적은 중합수축력을 보이나 탄성률등 재료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실제 치아에 수복할 때의 내부 접합성은 다른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 과 유의차 없음을 알 수 있다. SD 는 flowable resin 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중합수축량과 중합수축력, %SP 값 모두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인  CH 와 통계적 

유의차 없는 반면 TF 는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 %SP 모두 다른 다섯 군에 비해 

유의차 있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중합수축을 줄이기 위해 고분자량의 

단량체인 modified urethane di-methacrylate resin 을 사용한 결과이며 

분자량이 513 g/mol 인 Bis-GMA 를 사용한 TF 에 비하여 849g/mol 의 높은 

분자량을 가지므로 중합수축량이 적게 나타난다. 또한, 단량체를 연결하는 

‘polymerization modulator’가 레진 골격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conform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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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ility 의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고분자량 단량체와 ‘polymerization modulator’ 

의 첨가로 기존의 methacrylate flowble resin 에 비해 낮은 중합수축량을 나타낸다. 

(scientific Compendium SDRTM) SD 나 TF 와 같은 flowable resin 은 와동이 깊은 

경우 중합수축을 줄이기 위한 layering technique 에 사용되며 낮은 탄성률을 가져 

stress-bearing 효과를 나타내며 미세누출도 적게 나타난다(Dietschi et al., 2003; 

Oliveira et al., 2010). 이번 연구의 제한적인 결과로는 SD 가 기존에 사용되던 

TF 보다 우수한 내부적합성을 나타내지만, 새로운 stress releasing flowable 

resin 으로서, 임상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과 %SP(Thermo-mechanical loading 전,후), %RP 

연관성을 분석해 보았을 때,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7, 

p<0.001). Mechanical loading 후 중합수축량/중합수축력 모두 mechanical 

loading 전보다는 연관성이 낮아졌는데 이는 탄성률등 재료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중합수축량과 중합수축력은 초기 내부적합성을 예측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RP 와 중합수축량/중합수축력은 다소 낮은 연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시편의 파괴 및 변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SP, %RP,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은 연관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서론에서 제시했던 영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염료를 침투시켜 시편 절단후 관찰하는 기존의 방법이 여러 실험요소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Micro-CT 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비파괴적으로 

thermo-mechanical loading 전후의 어느 시점에서도 일정한 결과값을 반복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실제 임상과 유사하게 복합레진을 충전한 상황에서 

상아질-복합레진 계면에서 발생하는 미세누출을 예상 및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시편 

파괴없이 치아 내부의 변화를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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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질산은용액과  micro-CT 를 이용하여 관찰한 내부적합성은 thermo-mechanical 

loading 전 CH 를 제외한 일반 충전용 복합레진이 flowable resin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2. 질산은용액과  micro-CT 를 이용하여 관찰한 내부적합성은 thermo-mechanical 

loading 후 모든 군에서 loading 전보다 내부적합성이 저하되었다.  

 

3. 시편을 절단한 후 rhodamine 과 현미경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내부적합성은 

질산은용액과 micro-CT 를 이용하여 관찰한 경우보다 모두 큰 값을 나타냈다. 

 

4. 질산은용액과 micro-CT 를 이용하여 관찰한 내부적합성, Rhodamine 과 

현미경으로 이용하여 분석한 내부적합성, 재료의 중합수축량, 중합수축력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p<0.001).  

 

5. 시편을 절단한 후 염색시약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질산은용액과 micro-CT 를 이용한 측정방법은 비파괴적으로 치아 내부의 변화를 

측정 가능하며 thermo-mechanical loading 전후의 어느 시점에서도 일정한 결과값을 

반복적으로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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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ement of internal adaptation of composites using 

micro-CT and its correlation with polymerization shrinkage 

 

Hyun-joo Kim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ho Park, D.D.S., M.S.D., Ph.D.) 

 

In the present study, the internal adaptation of dentin-composite interfaces with 

various composite under thermo-mechanical loading were analyzed non-

destructively using micro-CT, compared with microgap analyzed after sectioning. 

And correlation with polymerization shrinkage strain, stress was evaluated.  

Four condensable resin (Gradia direct, Filtek P90, Filtek Z350, Charisma) and 

two flowable resin( SDR, Tetric N-flow) was used. First, polymerization shrinkage 

strain and stress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internal adaptation, tooth 

specimen were immersed in a 25% silver nitrate solution and micro-CT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Silver nitrate penetration 

(%SP) was measured. After section the specimen bucco-lingually and rhodamine 

penetration, rhodamine penetration(%RP) was measured using stereomicroscope. 



- 35 - 

 

One way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polymerization shrinkage strain, 

stress, %SP, %RP between the groups in 95% confidence level. A paired T-test 

was used to compare %SP before and after thermo-mechanical load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 in 95% 

confidence level.  

Polymerization shrinkage strain showed P9 < Z3 ≤ GD < CH ≤ SD < TF 

(p<0.05), polymerization shrinkage stress showed P9 ≤ GD ≤ Z3 ≤ CH ≤ SD < 

TF (p<0.05), %SP showed P9 ≤ GD ≤ Z3 < CH ≤ SD < TF (p<0.05) before 

loading, P9 ≤ GD ≤ Z3 ≤ CH ≤ SD < TF (p<0.05) after loading,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loading in all groups (p<0.05).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P and %RP (r=0.810, p<0.001).  

Conventional method evaluated by dye penetration and sectioning showed 

various results according to laboratory factor. Using micro-CT technique, internal 

adaptation was evaluated nondestructively and showed regular result repeatedly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possible. 

 

 

Key words: Micro-CT, internal adaptation, polymerization shrinkage stress, 

polymerization shrinkage str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