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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가  
브라켓 접착 시 경화시간에 미치는 영향 

 

(지도 교수: 백형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문 수 지 

 

교정의가 환자의 구강 내에서 브라켓을 직접접착(Direct bonding)할 때, 브라켓들을 
위치시키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브라켓에 접착제를 도포한 이후부터 광중합기로 광중
합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광중합형 
접착제가 치과진료용 조명등에 의해 조기에 경화되어 브라켓의 탈락이나 접착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인 할로겐, LED 
일반모드(normal mode), LED 청색광 차단모드(Blue cut mode) 하에서 각각 광중합형 
접착제의 경화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브라켓 전
단결합강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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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조도 측정과 파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조도
계로 조도 측정을 하였고, 분광 분석기를 이용해 분광 분포를 분석하였다. 실험 연구
에서는 총 112개의 발치된 소구치를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과 시간에 따라 총 14
군으로 세분하여 군 당 8개의 치아를 배분하였다.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하에서 치아에 광중합형 접착제를 도포한 브라켓을 위치시킨 후 설정
된 시간(time interval)이 지나면 우측으로 10° 브라켓을 회전시키고 광중합기로 광중
합하였다. 24시간 후 만능 시험기로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치아에 남아 있는 접착
제를 관찰하여 접착제 잔류 지수(Adhesive Remnant Index, ARI)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분광 분포를 통해 얻은 스펙트럼 그래프
에서 가시광선 영역(400-700 nm) 중 청색광(400-500 nm) 영역의 비율이 
LED 일반모드, 할로겐, LED 청색광 차단모드 순으로 나타났다.  

 
2. 동일한 시간 대에서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에 따라 전단결합강도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P < 0.05) 평균 전단결합강도의 크기는 LED 청색
광 차단모드, 할로겐, LED 일반모드의 순이었다. 

 
3. 할로겐과 LED 일반모드 하에서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결합강도가 점차 

감소하여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5) LED 청색광 차단모드 하에서
는 350초까지 전단결합강도에 유의할만한 변화는 없었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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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착제 잔류 지수(ARI)를 통해 브라켓의 접착 파절 양상을 평가하였을 때 치과

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 및 시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이상의 결과,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라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단결합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청색광 차단모드는 청색광 영역의 비율이 낮아 광중합형 
접착제의 경화 지연 효과를 나타내므로, 브라켓 접착 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치
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으로써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핵심이 되는 말: 전단결합강도, 할로겐, LED, 청색광 차단모드, 브라켓 접착, 광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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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정 치료에서 브라켓은 교정력을 치아에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2]. 
브라켓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1950년대 산 부식 기법을 통한 치아에의 
브라켓의 직접 접착(Direct bonding)은 교정 치료의 역사이래 혁신적인 도약이라고 
평가된다[1, 3].  

브라켓의 접착을 위한 교정용 접착제는 중합 개시 기전에 따라 화학 중합형, 열중
합형, 광중합형 등으로 분류되며, 광중합형 접착 시스템의 도입으로 접착제의 성능이 
향상되어 왔다[4]. 광중합형 접착 시스템은 적절한 브라켓 위치를 위한 충분한 작업 
시간을 허용하고 교정의의 진료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나타내며, 빛에 대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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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광개시제의 농도, 광개시제의 최대 흡수 파장에서 중합기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강도, 필러의 함량, 광원의 파장 분포가 접착제의 중합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1].  

광중합형 접착제를 이용한 브라켓의 직접 접착 시 다른 접착 시스템들에 비해서는 
적절한 브라켓 위치를 위한 충분한 작업 시간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브라켓들을 위치
시키고 조정하고 광중합을 하는 과정에서 브라켓 base에 접착제를 도포한 이후부터 
광중합기로 광중합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5, 6, 7]. 이 과정
에서 광중합형 접착제가 치과진료용 조명등에 의해 조기에 경화되어 브라켓의 탈락이
나 접착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8]. 

접착 과정 중에서 결합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및 다양한 종류의 재료에 따른 
결합강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9]. 그러나 서로 다른 치과진료용 조명등 
하에서, 지연된 시간에 따른 브라켓 조작이 광중합형 접착제의 최종 결합강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미비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외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으로 할로겐(Halogen), 플라즈마(Plasma), 
LED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출력 LED 램프가 상용화
되면서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10].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의 디스플레이에도 LED가 이용되면서 사람의 
눈이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청색광에 장시간 노출되면 시력 저
하, 안구 건조, 눈부심 등을 유발할 수 있다[11].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
드와 한국의 안과학적 위험도를 고려한 표준에 따르면, 청색광 투과율은 청색광 위험 
함수(Blue-light hazard function, ISO 13666)를 가중함수에 포함시켜 산출하도록 되
어있다[12]. 이러한 청색광 위험 함수에 따르면 눈에 미치는 안과학적인 위험도가 
435-440 nm 영역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11], LED의 전체 파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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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사람 눈에 유해한 단파장 영역의 청색광을 차단하는 필터의 개발이 진행 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청색광 차단 필터를 장착한 LED에 대한 주 (2016) 의 연구에서 
청색광 차단 필터 장착 시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 강도(relative 
intensity), 연색 지수(Color rendering Index), 청색광 위험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12].  

광중합형 접착제에 첨가한 광중합 개시제인 캠포로퀴논(Camphoroquinone)은 가시
광선의 청색광에 의해 활성화되어 중합반응을 시작하며[13] 중합에 적절한 파장은 청
색광 중 450-470 nm의 영역이고, 470 nm 파장대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합이 나타났
다[14]. 그러므로 광중합형 접착제를 이용한 브라켓 접착 시, 서로 다른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들의 청색광의 파장 분포가 광중합형 접착제의 경화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가 브라켓 접착 시 캠포로퀴
논이 함유되어 있는 광중합형 접착제의 경화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인 할로겐, LED 일반모드, LED 청색광 
차단모드의 분광 분포를 측정하고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 하에서 브라켓 
접착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의 변화와 접착제 잔류 지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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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및 장비 
 

가.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본 연구에 사용된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의 종류는 총 세 종류로, 할로겐 치과
진료용 조명등(Figure 1-a),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Figure 1-b)을 통한 LED 일반
모드(Figure 2-a) 및 LED 청색광 차단모드(Figure 2-b)였다. 할로겐 치과진료용 조
명등은 조도 조절 기능이 없으며,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은 일반/청색광 차단모드 설
정 및 1-5단계 총 5단계로 조도 조절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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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재료 
 

본 실험에서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 중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최근 6개월이내에 
발치 된 상하악 소구치 112개가 사용되었다. 법랑질 우식 및 결함이 있거나 수복 치
료가 된 치아들은 제외하였으며, 발치 된 소구치 주변의 연조직을 제거 및 세척한 후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브라켓은 상악 소구치용 세라믹 브라켓(Gemini Clear, 3M Unitek, USA)을 사용하
였다. 산 부식제는 37% 인산(CharmEtch-37, DentKist, Inc.,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브라켓의 접착제는 광중합형 레진 접착제(Transbond XT, 3M Unitek, USA)를 사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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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분석 
 

1) 조도 측정   
 
브라켓 접착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하에서 일정한 

조도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로겐(Figure 1-a), LED 일반모드(Figure 2-a) 및 
LED 청색광 차단모드(Figure 2-b)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의 조도를 햇빛이 차
단되는 진료실 내에서 측정하였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9680에 의거하여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의 정면에서 수직으로 70 cm 
떨어진 지점에서 조도계(LX-1010BS, Sampo, China)로 조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LED 일반모드와 LED 청색광 차단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 상
에서는 1-5단계의 총 5단계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조도를 
측정하였고, 브라켓 접착 시 사용할 조도 단계를 LED 일반모드 2단계(이하 LED 2단
계)와 LED 청색광 차단모드 3단계(이하 LBC 3단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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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아 준비   
 

증류수에 보관하였던 총 112개의 발치 된 소구치를 아크릴 레진(acrylic resin)으로 
채워진 가로 2 cm, 세로 2 cm, 높이 3 cm의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상자(polyester 
plastic tube)에 각각 고정하였다. 총 112개의 소구치들을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
등의 광원 종류(할로겐, LED 2단계, LBC 3단계)와 시간에 따라 총 14군으로 분류하
여 군 당 8개의 치아를 배정하였다 (Table 1). 

소구치의 협면에 초기에 브라켓을 위치시킬 지점인 교합-치은 중심선/치아 장축의 
교차 부위를 검은색 연필로 표시하였고, 설정된 시간이 지난 후 브라켓 위치 수정 조
작을 행해야 하므로 각도기를 이용하여 소구치의 장축으로부터 우측으로 10° 회전시
킬 위치를 표시하였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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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rouping by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and different time intervals 

 
 

 
 

Light  Source Time interval (sec) Group name 

Halogen 35 H 35 
 70 H 70 
 105 H 105 
LED(normal) 35 L 35 
 70 L 70 
LED(Blue cut) 35 LBC 35 
 70 LBC 70 

 105 LBC 105 

 140 LBC 140 

 210 LBC 210 

 280 LBC 280 

 350 LBC 350 

 420 LBC 420 

 455 LBC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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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중합형 접착제의 접착 준비 
 

브라켓 접착 직전 치아의 법랑질 표면을 37% 인산을 포함하는 산 부식제
(CharmEtch-37, DentKist, Inc., Korea)로 20초동안 산 부식 후 충분히 세척하였고 
치아 표면을 건조하였다. 이 후 교정용 광중합형 레진 프라이머(Transbond XT 
primer, 3M Unitek)를 일회용 brush로 치아 표면에 고르게 도포하였고, 광중합형 레
진 접착제(Transbond XT Light cure adhesive paste, 3M Unitek)를 세라믹 브라켓
(Gemini Clear, 3M Unitek) base에 도포하였다. 

 
라. 시간 경과 후의 브라켓 위치 수정 조작 

 

각각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하에서 브라켓을 치아의 교합-치은 중심선/치아 
장축의 교차점에 위치시키고 브라켓 주변으로 흘러나온 접착제를 제거하였다. 설정된 
시간이 지난 후, 치아 중심에서 우측으로 10° 기울어진, 사전에 치아 표면에 표시해 
놓은 위치로 브라켓 포지셔너(Bracket positioner)를 이용해 브라켓을 회전시킨 뒤 
LED 광중합기(D1C, dxm, Korea)로 20초 동안 광중합하여 치아에 브라켓을 접착하였
다. 일련의 과정들은 조도 측정을 시행했던 장소와 동일한, 햇빛이 차단되는 진료실 
내에서 진행하였으며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과 브라켓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70 
cm를 유지하였다. 브라켓 접착 과정 동안 각 광원에 대한 조도 범위 내의 수치를 만
족하는지 수시로 조도계를 이용하여 조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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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단결합강도 측정 
 

브라켓 접착 후 24시간 동안 37 ℃, 100% 상대 습도의 환경에 치아들을 보관한 뒤 
만능 시험기(Instron3366, Instron Co., USA)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 
브라켓과 치아의 접착 계면에 대해 시험기의 측정 rod가 평행하도록 위치시킨 뒤, 치
아와 브라켓의 접착계면에서 cross-head speed가 1 mm/min의 속도로 수직 전단력을 
가하였다.  

브라켓이 치아로부터 탈락하는 순간까지의 최대 하중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브라켓의 면적으로 나누어 MPa단위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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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접착제 잔류 지수의 평가 
 

브라켓 제거 후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접착제의 양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접착제 잔
류 지수(ARI, Table 2)를 이용해 브라켓의 접착 파절 양상을 평가하였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ARI (Adhesive Remnant Index) 
Score Appearance 

Score 0 No composite remained on the enamel 

Score 1  Less than 50% of the composite remained on the enamel 

Score 2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of the composite remained  
on the enamel 

Score 3  All the composite remained on the 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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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측치의 분석 및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재료 준비 및 측정과 분석은 동일한 조사자가 수행하였다. 분석치는 
SPSS프로그램(SPS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해 다음의 방법
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1)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를 MPa 단위로 환산하여 각 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2)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전단결합
강도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2-way ANOVA를 적용
하고 Tukey의 다중 비교 검정 방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3)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와 시간에 따라 접착제 잔류 지수의 분포가 유
의할만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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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조도 측정 및 분광 분포 분석 
 

가. 조도 측정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인 할로겐, LED 일반모드, LED 청색광 차단모드
의 정면에서 수직으로 70 cm 떨어진 지점에서 조도계로 조도를 측정하였을 때, 그 범
위는 Table 3과 같다.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 상에서는 1-5단계로 총 5단계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조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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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nge of illumination of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measured by 
illuminometer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Level Range of illumination (lx) 

Halogen  . 10,000-13,000 
LED (Normal mode) Level 1 9,000-12,000 
 Level 2 14,000-16,000 
 Level 3 19,000-22,000 
 Level 4 31,000-40,000 
 Level 5 41,000-50,000 
LED (Blue cut mode) Level 1 5,000-7,000 
 Level 2 9,000-11,000 
 Level 3 12,000-15,000 
 Level 4 18,000-23,000 
 Level 5 25,000-31,000 
 

※ Halogen dental operating light has no function to control illumination but LED 
dental operating light has a normal/blue cut mode switch, which can adjust 
illumination over a range of 5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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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광 분포 분석 
 

할로겐, LED 2단계, LBC 3단계의 광원에 대한 분광 분포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하여 
스펙트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ure 5). 

가시광선 영역(400-700 nm)에서의 그래프 하방 면적에 대한 청색광 영역(400-
500 nm)에서의 그래프 하방 면적의 비율은 LED 2단계, 할로겐, LBC 3단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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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 
 

가.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른 군간 비교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라 전단결합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 < 0.05, Table 6) 동일한 시간대에서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른 평균 
전단결합강도의 크기는 LBC 3단계, 할로겐, LED 2단계 순이었다. LED 2단계 하에서
는 L 35, L 70 모두 동일한 시간대의 다른 두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군들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평균 전단결합강도를 나타냈다(P < 0.05). 또한 할로겐과 
LED 2단계 하에서는 매 시간에 따라 평균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할만하게 감소하였으
나(P < 0.05) LBC 3단계 하에서는 350초까지 유의할만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Table 5). 사후 검정에서도 세 종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모두가 서로 다
른 광원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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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에 따른 군간 비교 
 

시간에 따라 전단결합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P < 0.05, Table 6)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6). 사후 검정에서는 35초 군
에 비해 70초, 105초, 455초 군에서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할만하게 감소했다(P < 
0.05). LBC 3단계에서만 측정한 140-455초까지의 군들 비교에서는 LBC 140, LBC 
210, LBC 280에 비해 LBC 455에서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할만하게 감소하였다 (P < 
0.05, Table 7). 

 
다.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와 시간 사이의 교호 작용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와 시간 사이에 교호효과가 존재하였다. 할로겐 군

들과 LED 2단계 군들에서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결합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LBC 3단계 군들에서는 감소 패턴이 두 군들과는 다르게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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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2-way ANOVA of shear bond strength values     (unit: MPa)  
 Halogen LED level 2 LBC level 3 

Time(sec) Mean (SD) Mean (SD) Mean (SD) 
35 11.7 a A (2.0) 9.3 b A (1.8) 12.8 a A (1.6) 
70 8.9 b B (1.4) 4.0 c B (1.7) 12.7 a A (3.0) 
105 5.0 b C (1.9)  12.1 a A (1.5) 
140   12.3  A (2.1) 
210   11.3  AB(1.1) 
280   11.5  AB(0.8) 
350   10.8  AB(1.4) 
420   9.9   B (2.0) 
455   8.3  C (1.1) 

a, b, c . The same letter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within same time 
interval (row) (P > 0.05). 

A, B, C. The same letter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within same 
dental operating light (column) (P > 0.05). 

MPa, megapascal;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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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mparison of the marginal mean values of shear bond strength. 
 
 
Table 6. 2-way ANOVA for shear bond strength test of ceramic brackets 

df, degree of freedom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 .01)  
 
 

 Sum of degree df Mean square F-value Significance 
Light source 440.7 2 220.4 72.2 .000** 
Time interval 320.7 8 40.1 13.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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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ukey’s HSD test for 2-way ANOVA of Shear bond strength values 

Group I Group J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nificance 

Halogen LED level 2 1.86 .56 .004** 
Halogen LBC level 3 -2.75 .41 .000** 
LED level 2 LBC level 3 -4.60 .48 .000** 
Std., standard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 .01) 
  



25 

3. 접착제 잔류 지수의 평가 
 

브라켓 전단결합강도 측정 후 접착 파절 양상을 접착제 잔류 지수(ARI)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고 Table 8에 각 군별로 0부터 3까지의 접착제 잔류 지수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포가 Fisher의 정확 검정 수행 시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 및 시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군을 합쳐서 분석한 경
우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05). 
 
Table 8. ARI scores of 112 premolars: frequency distribution, median, mean, SD 
Group name Score 0 Score 1 Score 2 Score 3 Median Mean SD 
H 35 0 1 3 4 2.5 2.38 0.74 
H 70 0 2 1 5 1.5 2.38 0.92 
H 105 2 2 1 3 1.5 1.63 1.30 
L 35 1 2 0 5 3.0 2.13 1.25 
L 70 2 1 3 2 2.0 1.63 1.19 
LBC 35 0 1 4 3 2.0 2.25 0.71 
LBC 70 0 1 3 4 2.5 2.38 0.74 
LBC 105 1 2 1 4 2.5 2.00 2.00 
LBC 140 1 1 2 4 2.5 2.13 1.13 
LBC 210 0 1 4 3 2.0 2.25 0.71 
LBC 280 1 0 3 4 2.5 2.25 1.04 
LBC 350 1 1 4 2 2.0 1.88 0.99 
LBC 420 1 1 4 2 2.0 1.88 0.99 
LBC 455 2 1 4 1 2.0 1.50 1.07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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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광중합형 접착제의 중합은 빛에 의해 반응이 시작되기 때문에 광중합형 접착제를 
이용한 브라켓 접착 시 조명의 환경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Martin (2008)
은 진료실의 조명 환경이 교정 치과마다 다양하다고 언급하였다[15]. Beebe (2011)
의 연구에서 표준 혹은 고강도 조도의 조건 하에서 접착제의 경화 시간에 대한 실험
을 하였을 때, 고강도 조도 (20,000 lx) 하에서는 10,000 lx 하에서보다 접착제의 결
합강도가 훨씬 낮게 측정되었다[8]. 결합력 실험을 위한 ADA 표준 조도 또한 
10,000 lx이고[16], 정밀 작업을 하는 시술 야에서는 최소 약 10,000 lx의 조도가 필
요하다는 근거[17] 및 ‘최대 조도의 하한 값을 15,000 lx로 조정한다’는 국제 표준 기
구(ISO)의 기준에 의거하여[18] 이번 연구에서도 세 종류의 광원 군들 모두 조도의 
범위가 10,000-15,000 lx에 근접하도록 조정하였다. 

접착제 제조사의 권고 사항에는 일단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과도한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는 브라켓을 조작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브라켓 하방에 접착제가 완전히 덮고 있
지 않으면 접착 실패나 탈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19]. 하지만 브라켓을 치아
에 이상적인 위치로 위치시키기 위해 접착 전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즉, 브라켓을 
치아에 위치시키고 과도한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추가적인 위치 조정 과정이 필요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브라켓을 
치아 중앙에 위치시키고 브라켓 주변으로 흘러나온 과도한 접착제를 제거하고 해당 
시간이 지난 후, 사전에 표시해놓은 위치로 브라켓을 회전시키는 조작을 행하였을 때, 
각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와 시간에 따라 브라켓의 전단 결합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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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군 분류를 위한 브라켓 전단결합강도 예비 측정 실험에서 할로겐 치과
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하에서는 120초의 시간 경과 시, 광중합기로 광중합을 시행하
기 전에 브라켓 하방의 접착제가 조기에 경화되어 접착 실패를 초래했다. 같은 방식
으로 LED 2단계 하에서는 90초 경과 시, LBC 3단계 하에서는 480초 경과 시 조기에 
경화되어 접착 실패가 나타났다. 따라서 할로겐 군은 35초, 70초, 105초의 세 군으로 
분류하고 LED 2단계는 35초, 70초로 두 군, LBC 3단계는 35초, 70초, 105초, 140초, 
210초, 280초, 350초, 420초, 455초의 9군으로 분류하였다. 

브라켓 접착 후 첫 24시간이 지나면 접착강도가 증가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20, 21, 22] 본 실험에서도 접착 후에 구강 내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 조성
을 위해 37℃, 습도 100%의 환경에서 24시간동안 치아를 보관하였다. 

본 실험 결과에서 세 종류의 광원 모두 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단결합강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광개시제인 캠포로퀴논(Camphoroquinone)이 반응하는 400-500 
nm 영역의 청색광을 차단한 LBC 3단계 하에서 동일한 시간대에서 가장 높은 전단결
합강도를 나타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할로겐이나 LED 2단계 군들과는 다르게 
전단결합강도가 더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약 7분 이후(455
초)까지 광중합형 접착제의 경화 지연 효과를 나타냈다. 
  LBC 3단계의 평균 조도가 LED 2단계와는 비슷한 범위이며 심지어 할로겐보다는 
더 높은 편임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청색광 차단이 광중합형 접착제의 중합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임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브라켓 전단결합
강도의 최소값은 6-8 MPa이라고 1975년 Reynold가 발표한 바 있으며[23] 이후 다
수의 브라켓 전단결합강도의 실험 논문들에서도 Reynold가 발표한 기준 값이 임상적 
사용에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24, 25]. 이러한 Reynold의 기준 값이 100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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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브라켓의 접착 연구에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6] 이번 연구에서도 6-8 MPa
을 임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전단 결합 강도의 최소값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기
준으로 했을 때 할로겐은 105초에서, LED 2단계는 70초에서 임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전단결합강도를 충족하지 못했고, 반면 LBC 3단계 하에서는 35-455초 사
이의 모든 범위에서 8 MPa 이상의 전단결합강도를 유지하였다. 

Figure 5에서와 같이 할로겐, LED 2단계, LBC 3단계의 분광 분포를 측정하여 스펙
트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시광선 영역(400-700 nm)의 그래프 하방 면적에 대
해 청색광인 400-500 nm 영역의 그래프 하방 면적의 비율은 각각 약 13.2%, 27.6%, 
4.3% 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청색광 파
장 영역의 비율이 작을수록 경화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way ANOVA 분석에서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 시간’ 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시간에 따라서는 35초 군들에 비해 70초, 
105초, 455초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35초 군에서 전단결합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에 비해 70초, 105초 군들인 비교적 초기에,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BC 3단계에서만 실험이 
진행되었던 LBC 140, 210, 280, 350, 420, 455의 6군을 살펴보면, 비교적 초기에 해
당하는 LBC 140, LBC 210, LBC 280에 비해 가장 마지막 군인 LBC 455에서 강도가 
유의할만하게 감소했다. 비록 초기 군들에 비해 LBC 455에서 강도가 유의할만하게 
감소하였지만 LBC 455의 평균 전단결합강도는 8.3 MPa로, 여전히 최소 기준 값인 
6-8 MPa를 충족하는 수치였다.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모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단결합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이유는 브라켓 위치를 이동시키면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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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루게 되므로 표면 세공과 계곡 사이로 흘러 들어간 액상 약품의 삽입에 의한 
접착의 적응에 의해 각 고체 표면에서 분자간 결합을 촉진하여 형성되었던 작은 인장
력에 저항하는 특정한 결합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26]. 또한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에 노출된 광중합형 접착제가 해당 시간 동안 일부 경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중합
되어버린 접착제의 비율에 따라 새롭게 중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잔여 접착제의 비율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광도나 광 에너
지 총량의 변화에 따라 레진이나 콤포머의 중합도가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인 연구들
이 존재하며[27, 28], 광중합기 광원의 종류에 따라 레진 혹은 콤포머의 중합도 또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한다[29, 30, 31, 32].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이번 연구에서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의 종류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접목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광중합형 접착제의 중합도가 어떻게 변화하
는 지에 대한 실험 연구가 추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접착제 잔류 지수(ARI)에 대해서는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 
시간 및 전체 군들에 걸쳐서도 유의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할로겐, 
LED 2단계, LBC 3단계 모두 시간이 증가할수록 ARI 지수 ‘0’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 실험 시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광중합형 접착제의 중합도
가 증가함에 따라 경화되어, 브라켓 위치를 회전시킬 때 접착제가 치아 표면에 접하지 
않고 브라켓 base면으로만 온전히 묻어 나오게 되는 현상이 주로 시간이 긴 군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시간이 증가할수록 브라켓 위치를 이동시킨 후에는, 
새로운 위치에서의 법랑질-접착제 계면 사이의 결합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정 치료가 종료되고 브라켓을 제거한 후에도 법랑질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은 많은 교정의들의 관심 사항 중 하나이다[33]. 법랑질/접착제 계면에서 접착 실패 또



30 

는 브라켓 제거가 행해질 때 법랑질 파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켓 접착 실패가 
브라켓/접착제 계면 사이에서 나타날 때에는 법랑질 파절에 대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34]. 하지만 접착 실패가 브라켓/접착제 계면 사이에서 나타나 교정 
치료 종료 시에 제거해야 할 접착제의 양이 많아져 진료 시간이 길어지거나 오히려 접
착제 제거 과정 중에 법랑질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35-39]. 이번 연구
에서 전체 112개 브라켓의 ARI의 분포는 지수 0, 1, 2, 3에 대해 각각 12, 17, 37, 46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브라켓/접착제 계면 사이에서 브라켓의 접착 실패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약 이번 실험에서 수행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브라켓 접
착을 한다면, 법랑질 파절에 대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교정 치료 종료 시
에 치아에 남아있는 잔여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 진료 시간이 증가하거나 접착제 제거 
과정 중 법랑질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교정용 브라켓의 심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종류의 심미적 브라켓들이 지난 수십 년간 소개되어 왔고 플라스틱 브라켓인 
polycarbonate 브라켓을 비롯하여 지르코니아 브라켓, 세라믹 브라켓 등이 시판되고 
있다[1]. 이들 중 대부분의 도재 브라켓은 고순도의 알루미나로 만들어지며 다결정
(polycrystalline alumina) 혹은 단결정(sapphire, single-crystal alumina) 형태로 되어
있다. 단결정 알루미나 브라켓은 제조 과정에서 소결 보조제가 필요한 다결정 알루미
나 브라켓에 비해 불순물 함량이 더 적다. 또한 단결정 알루미나 브라켓은 내부 세립
체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에 광학적 명확성이 뛰어나며 다결정 알루미나 브라켓에 비
해 광 투과율 또한 높다[40].  

실제로 광선의 투과율과 그것이 하방의 광중합형 접착제의 중합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Eliades 등 (1995)의 연구에서, 몇몇 다결정 알루미나 브라켓과 단결정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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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라켓으로 실험했을 때, 광개시제인 캠포로퀴논의 광흡수 파장 peak(468 nm)에
서 직접적인 광투과가 일어나는 비율이 5-35 % 사이의 범위로 나타났다[41]. 이러
한 차이는 다결정 알루미나 브라켓에서 존재하는 브라켓의 결정경계가 빛의 산란과 
접착제까지 도달하는 광선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세라믹 브라켓(Gemini Clear, 3M Unitek)은 다결정 알
루미나 브라켓이기 때문에 468 nm에서 직접적인 광투과가 일어나는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며, 단결정 혹은 다결정 알루미나 브라켓
에 따라 즉, ‘세라믹 브라켓의 종류’ 라는 새로운 독립 변수에 따라 각각 세 종류의 치
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하에서 유효할 수 있는 경화시간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 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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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브라켓 접착 시 진료실의 환경과 관련하여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가 광중
합형 접착제의 경화시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시행한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 광원의 분광 분포 측정 및 총 112개 소구치에 접착한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와 접착제 잔류 지수(ARI) 측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에 대한 분광 분포를 통해 얻은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가시광선 영역(400-700 nm) 중 청색광인 400-500 nm 영역의 면
적의 비율이 LED 2단계, 할로겐, LBC 3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2. 동일한 시간대에서 세 종류의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라 전단결합
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05) 그 크기는 LBC 3단계, 할로겐, 
LED 2단계의 순이었다.  

 
3. 할로겐과 LED 2단계 하에서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결합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P < 0.05) LBC 3단계 하에서는 350초까지 전단결합강도의 유의
할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4. 접착제 잔류 지수(ARI)를 통해 브라켓의 접착 파절 양상을 평가하였을 때 치과

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 및 시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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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 종류에 따라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단결합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LED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청색광 차단모드는 청색광 파장의 비율이 매우 낮아 광중
합형 접착제의 경화 지연 효과를 나타내므로, 브라켓 접착 시에 시간이 지연될 경우
에는 치과진료용 조명등의 광원으로써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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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on  

setting time when bracket bonding 
 

SooJi Moon 

 
Department of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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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oungSeon Baik, D.D.S., Ph.D.) 

 

The time interval used to be delayed when orthodontists bond brackets directly to 
patient’s teeth in dental clinic. Therefore orthodontists used to fail to bond bracket 
caused by early curing by the dental operating ligh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s of different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Halogen, LED normal mode, LED Blue cut mode) on setting time of 
light cured adhesives and the changes of bracket’s shear bond strength as time 
interval increases. 

The Illumination using the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was measured with 
an illuminometer, and spectral distribution curves were obtained us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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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radiometer to determine the wavelength distributions of the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In bracket bonding experiment, a total 112 extracted premolars were randomly 
divided into 14 groups [n=8] corresponding to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and time intervals. Orthodontic brackets were placed on the buccal surface of 
premolars. After the specified time interval, the bracket was rotated dextrally to the 
10° rotated position and bonded by an LED light curing unit. Shear bond strength 
(SBS) test was performed 24 hours after curing. Adhesive Remnant Index (ARI) was 
quantified as the adhesive remaining at the premolar surfa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Graphs of spectral distributions of the three different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showed that the ratio of the area of 400-500 nm wavelength range 
(i.e., blue light) to the area of 400-700 nm wavelength range (i.e., visible 
light) was highest for LED normal mode, followed by Halogen and then LED 
Blue cut mode. 

 

2. Over the same time interval, the mean SB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hre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P < 0.05). LED Blue cut 
mode had the highest SBS, followed by Halogen and then LED norm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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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mean SBS decreased as time interval increased in cases of Halogen and 
LED normal mode (P < 0.05). However only in cases of LED Blue cut mod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first 350 seconds (P > 0.05).  
 

4.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 
or time interval when estimating the bracket bonding failure pattern using 
ARI (P > 0.05). 
 

As a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SBS based on the dental 
operating light sources; furthermore, mean SBS tended to decrease as time interval 
increased. Therefore use of Blue cut mode of LED dental operating light is 
recommended for bonding of orthodontic brackets, especially during cases with time 
delays. 

 

  

 

 

 

 
Key words: SBS, halogen, LED, blue cut mode, bracket bonding, light cured adhes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