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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zation shrinkage of composite resin is closely related to direct or indirect restoration failure. Many studies have reported
that curing mode affects polymerization, but few studies have reported whether polymerization shrinkage is affected by the shade
of the dual-cure core build-up resi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olymerization shrinkage of a dual-cure
core build-up resin according to shade and curing mode. A dual-cure core build-up resin (Dual Core, Vericom) was selected and
the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either natural (A3) or blue shade of 6 mm diameter and 0.5 mm thickness. The specimens were
either light-cured or self-cured and polymerization shrinkage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bonded disc method for 1,800 seconds
(n=7). Polymerization shrinkage data were analyzed using two-way ANOVA and Tukey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at α=0.05.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ymerization shrinkage was observed between the natural shade (3.87%±0.31%) and blue shade
(3.85%±0.37%). However, polymerization shrinkage in light-curing mode (4.10%±0.1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selfcuring mode (3.63%±0.31%). In conclusion, polymerization shrinkage of the dual-cure core build-up resin tested in this study was not
affected by shade but by cur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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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합형 복합레진이 사용된다. 자가중합형 복합레진은 중합광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에 주로 사용되며 중합개시제와 촉진제가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근관와동형성 부위를 수복할 때에는 직

따로 공급되어 혼합과 동시에 중합이 개시된다[2]. 따라서 중합

접 레진수복에 이용되는 적층충전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벌크

깊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광중합기와 같은 장비가 요구되지 않

충전하여 수복시간을 절약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코어수복

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시간이나 경화시간을 조절하기 어렵고

이 최종수복이기보다는 전장관 형성을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

[3] 변색이 잘 되는 단점이 있다[2]. 반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문이다[1]. 코어용 복합레진은 치관부에서 치근분지부까지 다양

은 직접수복용 또는 라미네이트 비니어 접착용으로 주로 사용

한 깊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자가중합형 또는 이중

되는데 이것은 혼합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기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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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능성이 적으며, 작업시간이 길고 색 안정성이 높은 장점
이 있다[4]. 하지만 중합광의 투과 한계로 인해 두께 2 mm 이상
의 복합레진은 적절히 중합시킬 수 없고[5] 중합되지 않은 단량

대상 및 방법
레진시편 제작

체에 의해 치수가 자극되는 단점이 있다[6]. 이중중합형 복합레
진은 자가중합형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치아색(natural 또는 A3)과 파란색(blue)의 이중중합형 코어

극복하고자 개발되었다. 이중중합형 복합레진을 코어수복에 사

레진인 Dual Core (Vericom, Chu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용할 경우 중합광에 충분히 노출되는 치관부는 광중합으로 중

레진시편을 제작하였다(Table 1). 슬라이드글라스(Marienfeld,

합되며 중합광이 도달하지 못하는 치근분지부는 자가중합으로

Lauda-Konigshofen, Germany)를 전자저울(FX-200i; A&D,

중합이 가능하다.

Tokyo, Japan; d=0.001 g) 위에 올린 후 영점을 맞추고 슬라이

복합레진이 중합될 때는 필연적으로 중합수축이 일어난다[7].

드글라스 중앙에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을 약 0.030 g 올렸다. 레

레진 단량체 사이의 van der Waals 간격이 중합반응에 의해 공

진을 중심으로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0.5 mm 두께의 금속 wire

유결합으로 바뀌면서 분자 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체적이 감소

2개를 약 20 mm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가로 18 mm, 세로 18

하게 된다.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에 의해 복합레진과 치아의 계

mm 크기의 커버글라스로 덮고 또 다른 슬라이드글라스로 가압

면 사이에 틈새가 형성될 수 있으며[8] 이 틈새로 산이 침투하여

하여 직경 6 mm, 두께 0.5 mm의 레진시편을 둥근 형태로 제작

미세누출과 수복물 변연의 변색, 재발성 우식 등이 야기될 수 있

하였다. Modified bonded disc method를 이용하여 레진시편

기 때문에[9]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의 축방향 중합수축(axial polymerization shrinkage)을 1,800

지고 있다[1,7,10-13].

초 동안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11].

근래에 들어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아색의 코어레진은 심미성이 우수하지

자가중합 방법에 의한 중합수축 측정

만 치질과 구별하기 어려워 전장관 수복을 위한 치아형성을 할
때 변연(margin)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근래에 출시

레진시편을 중합수축 측정기기(u-Biomechanics; IB Sys-

된 파란색 코어레진은 색상이 치질과 대비되어 치아형성 시에

tems, Seoul, Korea)의 수평 금속판 위에 위치시키고 linear

변연을 확인하기 용이하지만 심미성이 좋지 않아 주로 구치부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LVDT) probe를 시편을 덮고

의 불투명한 전장관을 위한 코어수복 시에 사용된다. 복합레진

있는 커버글라스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마이크로미터를 조정

의 색조는 광중합기의 중합광의 투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

하여 영점을 맞춘 후 중합수축 측정을 시작하였다. 중합수축 측

반적으로 어두운 색조의 복합레진이 밝은 색조의 복합레진보다

정 개시 후 20초 동안의 데이터를 baseline 데이터로 설정하였

중합광의 투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4,15]. 그러나

다. 자가중합에 의해 레진시편이 중합되면서 중합수축이 일어

복합레진의 색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광중합형 레진에 집중

나면 시편을 덮고 있는 커버글라스가 레진시편이 수축한 만큼

되어 있고 이중중합형 복합레진의 색조에 대한 연구는 흔히 찾

하방의 슬라이드글라스 방향으로 오목하게 휘어지게 되며, 그

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

휘어짐 정도를 LVDT probe가 감지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

종류의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을 색조와 중합방법에

다. 중합수축은 10 data points/sec의 속도로 1,800초 동안 실

따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귀무가설은 ‘이 실험에

시간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실험은 26℃의 실온에서 행해졌다

사용된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은 색상 또는 중합방법

(n=7). 이후, 중합이 완료된 레진시편의 두께를 디지털 마이크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다.

로미터(Electronic Spline Micrometer #331-261; Mitutoyo,
Kawasaki, Japan)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측정된 중합수축 데
이터를 이용하여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11].

Table 1. Dual-cure core build-up resin used in this study
Composite resin
Dual Core

244

Manufacturer

Shade

Composition

Vericom, Chuncheon, Korea Blue/natural (A3) Barium aluminosilicate, Silica, Bis-GMA, TEGDMA, Additives, 72 wt%
filler content

www.chosunob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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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shrinkage (%)=Δh/(h+Δh)×100%

통계

h=중합된 레진시편의 두께
Δh=LVDT probe에 의해 측정된 중합수축량

실험에 의해 측정된 중합수축 값은 코어레진의 색조와 중합방
법에 따라서 유의수준 0.05에서 이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통계 분
석하였고, 각 실험군의 시간에 따른 중합수축은 유의수준 0.05에

광중합 방법에 의한 중합수축 측정

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하였으며, Tukey’s honestly
레진시편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팅하여 baseline 데이터

significant difference (HSD)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

를 얻은 후, 중합수축 측정 개시 20초부터 40초 사이에 레진시

다. 레진시편을 투과하여 측정된 광조사기의 광강도는 유의수준

편의 하방에서 중합수축 측정기기에 내장된 light emitting di-

0.05에서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SPSS ver.

ode (LED) 광조사기를 이용하여 광중합을 시행하였다. 중합수

21.0; IBM Corp., Armonk, NY, USA).

축은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n=7).

결 과

레진시편을 투과하여 측정한 광조사기의 광강도 측정
코어레진의 색상이 중합광의 투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색상과 중합방법에 따른 중합수축

위해 코어레진을 투과한 중합광의 광강도를 측정하였다. 슬라

을 이원배치 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 색상은 중합수축

이드글라스 2장과 1.5 mm 두께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두께 1.5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중합방법은 중합수축에 영향을 미

mm, 직경 15 mm 크기의 레진시편을 제작하였다(n=7). 레진시

쳤다. 또한, 두 변수 간의 교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편을 휴대용 dental radiometer (Cure Rite; Kerr, Milford, MA,

색상에 따른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은 치아색 코어레진(3.87%±

USA)의 광강도 측정부위에 위치시킨 후 광조사기(G-Light; GC,

0.31%)과 파란색 코어레진(3.85%±0.37%) 사이에 통계적으로

2

Tokyo, Japan; 광강도=1,070 mW/cm )의 광조사 말단이 레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p ＞0.05). 중합방법에 따른

시편에 닿은 상태에서 광조사기를 작동시켜 레진시편을 투과한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은 광중합법(4.10%±0.14%)이 자가중합

중합광의 광강도를 측정하였다.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광조사

법(3.63%±0.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개시 10초 후의 광강도 값을 얻었다[16].

(p ＜0.05, Table 3). 시간에 따른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을 일원배
치 분산분석으로 통계 분석한 결과는 광중합법의 경우 코어레
진의 색상과 관계없이 600초 이후의 중합수축이 1,800초에서
의 중합수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

Table 2. Summary of two-way ANOVA for main factors (shade and curing mode) and their interaction for polymerization shrinkage of dualcure core build-up resin
Source of variation
Shade
Curing mode
Shade×Curing mode
Error
Total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0.003
1.551
0.025
1.436
420.281

1
1
1
24
27

0.003
1.551
0.025
0.060

0.057
25.925
0.411

Significance
0.813
<0.001
0.527

Table 3. Polymerization shrinkage of dual-cure core build-up resin at 1,800 seconds according to color and curing mode
Polymerization shrinkage

Natural

Light cure
Self cure
Pooled average

4.08±0.17Aa
3.67±0.27Ab
3.87±0.31A

Blue
4.11±0.10Aa
3.58±0.35Ab
3.85±0.37A

Pooled average
4.10±0.14a
3.63±0.31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Mean values follow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row) or small letters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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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합법의 경우에는 치아색 코어레진은 900초 이후에, 파란색
코어레진은 1,200초 이후에 1,800초에서의 중합수축과 통계적

고 찰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Table 4). 이는 Fig.

이번 연구에서는 색조 또는 중합방법에 따라 이중중합형 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광중합법의 경우 광중합이 시작되면

어레진의 중합수축을 측정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복합레진의

서 급격한 중합수축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매우 점진적인 중

중합수축이 중합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

합수축이 관찰되었다. 자가중합법의 경우 중합이 개시되기까지

에 근거하여[12,13] 중합수축이 크면 중합도(degree of con-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중합개시 후부터는 비교적

version)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측정된

가파른 중합수축이 관찰되었고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중합수축

중합수축을 바탕으로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도를 간접적

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각 시간대별 코어레진의 중합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수축의 차이는 색조와 관계없이 광중합법이 자가중합법보다 높

이번 실험에 사용된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은 색
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중합방법에 의해서는 영향을

았다.
코어레진의 색상이 중합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받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일부 기각되었다. 복합레진의 색상

코어레진을 투과하여 측정한 광강도는 파란색 코어레진이 308

에 대한 이전의 문헌을 고찰해보면 많은 연구들이 광중합형 복

±17 mW/cm2로 치아색 코어레진의 241±10 mW/cm2보다

합레진의 색조에 따른 중합수축이나 중합깊이에 대해 보고하였

더 컸다(p ＜0.05, Table 5).

는데 그 결과는 다양하다. Jeong 등[10]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의 색조에 따른 중합수축을 평가한 논문에서 Solitare 2는 색조
에 따라 중합수축의 차이가 있었으나 Z250은 색조에 따라 중합

4.5

Polymerization shrinkage (%)

수축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복합레진마다 색조에 따

LC-natural
LC-blue
SC-natural
SC-blue

른 중합수축의 차이의 유무는 각 복합레진의 충전재의 크기나
함량, 레진기질의 구성성분이나 비율, catalyst 또는 inhibitor의

4.0

함량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er-

3.5

racane 등[17]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색조와 중합깊이에 대

3.0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Prisma는 밝은 색조가 어두운 색조보다

2.5
2.0

Table 5. Power density of LED light curing unit measured through
dual-cure core build-up resin specimens of 1.5 mm thickness

1.5
1.0

Color

0.5

Natural
Blue

0
0

300

600

900

1,200

1,500

1,800

Time (sec)

Fig. 1. Polymerization shrinkage curve of dual-cure core build-up
resin according to color and curing mode. LC, light cure; SC, self
cure.

Power density (mW/cm2)
241±10a
308±17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mW/cm2).
Mean 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α=0.05).
LED: light emitting diode.

Table 4. Polymerization shrinkage of dual-cure core build-up resin according to time
Time (sec)

Polymerization
shrinkage

300

LC-Natural
LC-Blue
SC-Natural
SC-Blue

3.80±0.12Ba
3.93±0.09Ba
0.39±0.24Cb
0.29±0.15Db

600
3.89±0.12ABa
4.02±0.09ABa
1.88±0.74BCb
1.42±0.65Cb

900
3.94±0.13ABa
4.07±0.10ABa
2.95±0.52ABb
2.56±0.77Bb

1,200
3.98±0.13Aba
4.11±0.11Aa
3.37±0.37Ab
3.12±0.58ABb

1,500
4.00±0.13Aba
4.14±0.11Aa
3.55±0.30Ab
3.41±0.44ABb

1,800
4.08±0.17Aa
4.11±0.10Aa
3.67±0.27Ab
3.58±0.35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Mean values followed by different capital letters (row) or small letters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HSD test (α=0.05).
LC, light cure; SC, self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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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깊이가 깊었던 반면에 Aurafill은 밝은 색조와 어두운 색조

축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복합레진의 중합이 광조

가 유사한 중합깊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복

사가 끝난 이후에도 최대 24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이

합레진마다 색조에 따른 중합깊이의 차이 유무는 색조 자체보

다[23]. 자가중합법의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작업시간을 충분

다는 반투명도(translucency)와 같은 요인 때문일 수 있다고 하

히 부여하기 위해 중합개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

였다. 가령 색조가 다르더라도 반투명도(translucency)가 비슷

체적으로 자가중합법은 광중합법에 비해 중합수축이 더 느리게

할 경우 중합수축이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다. Swartz 등[15]은

진행되었으며 1,800초에서의 최종 중합수축의 차이도 확연히

어두운 색조의 복합레진이 밝은 색조의 복합레진보다 중합광

관찰되었다.

의 투과가 낮아 중합깊이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실험

한 연구에서는 레진시멘트를 광중합한 후 600초에서의 중

에서 레진시편을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파란색 레진시편이 치

합도를 1,800초에서의 중합도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비교하였

아색 레진시편보다 어두워 보이지만 1.5 mm 두께로 제작한 레

다. 이는 임상에서 간접 수복물을 레진시멘트로 접착한 후 교

진시편을 투과하여 측정한 중합광은 오히려 파란색 레진시편

합이 가해지기까지의 대략적인 시간과 레진시멘트의 중합이

이 치아색 레진시편보다 더 컸다(Table 4). Chang 등[16]은 A3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전통적인 레

색조의 dentin shade (A3D)와 enamel shade (A3E)를 투과하

진시멘트인 RelyX ARC는 97%, self-adhesive resin cement

여 중합광을 측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투명한 enamel shade

인 RelyX Unicem은 93%를 보였다[20]. Table 4의 중합수축

가 dentin shade보다 광강도가 유의하게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값을 이용하여 600초에서의 중합도를 1,800초에서의 중합도

이를 바탕으로 유추하면 파란색 코어레진이 치아색 코어레진보

의 백분율로 계산해보면 광중합법에서의 치아색 코어레진은

다 더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합수축을 측정

95% (3.89/4.08×100), 파란색 코어레진은 98% (4.02/4.11×

할 때 레진시편의 두께가 0.5 mm로 얇기 때문에 파란색의 코어

100)를 보였으며 자가중합법에서는 치아색 코어레진이 51%

레진이 치아색의 코어레진보다 중합광을 더 많이 투과시켰음에

(1.88/3.67×100), 파란색 코어레진이 40% (1.42/3.58×100)

도 중합수축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를 보였다. 더욱이 600초에서 자가중합법에 의한 코어레진

레진시편을 자가중합법으로 중합했을 때에도 파란색이나 치아

의 중합수축을 최대중합도를 보인 1,800초에서 광중합법에

색의 코어레진은 색상 이외의 충전재 함량이나 레진기질의 구

의한 중합수축과 비교했을 때는 치아색 코어레진이 51%에서

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합수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46% (1.88/4.08×100)로, 파란색 코어레진이 40%에서 35%

할 수 있을 것이다.

(1.42/4.11×100)로 더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가중합했을 때 최

이번 연구에서 중합방법에 따른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은 광중

대중합수축이 광중합했을 때의 최대중합수축의 90% (치아색,

합법이 자가중합법보다 더 크게 측정되어 중합도도 더 크다고

3.67/4.08×100)와 87% (파란색, 3.58/4.11×100)로 낮았기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중

때문이다(Fig. 2). 접착용 레진시멘트와 달리 코어레진은 시멘

중합형 복합레진은 광중합 없이 자가중합만 할 때가 광중합이
동반될 때에 비해 중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11,1820]. 그 이유 중 하나는 자가중합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작업시
여 자가중합반응이 광중합반응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
이다[1,21]. 반면에 Karakis 등[22]은 Clearfil Dc Core Automix와 Grandio Core Dc 등 2종의 코어레진으로 실험한 결과
Clearfil Dc Core Automix의 경우 자가중합법에 의한 중합도가
광중합법에 의한 중합도보다 낮았지만 Grandio Core Dc의 경
우 중합방법에 따른 중합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방법에 따른 중합도는 각 제품의
구성성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광중합법과 자가중합법은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 그래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색
상에 관계없이 광중합법의 경우 광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급격
한 중합수축을 보였다. 또한, 광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금씩 수

Polymerization shrinkage (%)

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자가중합 개시제의 함량을 제한하

Polymerization shrinkage in percentage if highest value
LC-natural
LC-blue
120
SC-natural
SC-blue
100
80
60
40
20
0
300 sec

600 sec

1800 sec

Fig. 2. Polymerization shrinkage of dual-cure core build-up resin in
percentage of the highest polymerization shrinkage measured at 1,800
seconds in light curing mode. LC, light cure; SC, self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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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잔사 처리 등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교합압에 노출되
거나 전장관을 위한 치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300초에서의 중합수축을 1,800초에서의 중합수축과 비교할 경
우, 광중합법에서는 치아색 코어레진이 93%, 파란색 코어레진
이 96%를 보였으나 자가중합법에서는 치아색 코어레진이 11%,
파란색 코어레진이 8%를 보여 중합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Fig. 2). 따라서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으로 근관와동을 수복할
경우에는 자가중합보다는 광중합이 추천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치아색과 파란색으로 시판되는
한 종류의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을 이용하여 색상과 중합방법이
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수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색상은 중합수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합
방법은 광중합법이 자가중합법보다 중합수축이 유의하게 더 컸
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합도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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