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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lecting dental materials, color and dimensional stability play key roles in mechani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esthetic aspects.
While resin nano ceramics have been examined to determine their mechanical characteristics in carious experiment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ir intra-oral stability, specifically their long-term color stability or water sorption. In this study, ceramic, resin nano
ceramic, and composite resin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ir color stability, water sorption, and solubility. The amount of characteristic
changes was measured using a spectrometer, an electronic scale, and a caliper for durations of 1, 2, 4, and 8 weeks. The results showed
that ceramic was the most stable among all materials, whereas resin nano ceramic and composite resin demonstrated time-dependent
changes, which require more clinical considerations for long-term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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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과 보철치료에 있어 수복치료부터 광범위한 결손치료에 이
르기까지 치과 재료의 심미성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과거

와 내마모성 부족, 변색의 취약성, 색의 깊이 부족, 사용 중 광택
의 소실과 같은 문제가 있다[2,3].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 간접수복용 세라믹 고분자 제품인 Paradigm MZ100
(3M ESPE, St. Paul, MN, USA)이 최초로 개발되었다[4].

에는 전치부에 국한되어 있던 심미성에 대한 요구가 구치부까

또 다른 제품으로는 Lava Ultimate (3M ESPE, Bad Seefeld,

지 확대되는 추세로, 치아 우식이나 치아 파절로 인한 인레이 수

Germany)가 resin based nanocomposite로 소개되었는데[5],

복, 전장관, 계속 가공의치, 임플란트 치료 등을 포함한 광범위

이는 세라믹이나 복합레진이라기 보다는 두 성분의 혼합으로

한 보철 분야에서 심미적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다[1].

제조사는 이를 resin nano ceramic (RNC)으로 분류하였으며

심미성을 위해서 치아색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

고분자 매트릭스에 불규칙한 세라믹 필러가 분산된 구조를 갖

루어졌다. 심미치료를 위해 세라믹과 복합레진이 개발되었으나

는 제품으로 수십 μm와 수십 nm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필러

세라믹의 경우 복잡한 제작 과정과 파절 위험성, 대합치 마모라

로 구성된다[6,7]. 전통적인 세라믹과 복합레진의 장점을 혼합

는 단점이 있고, 복합레진의 경우 성형성이 좋고 심미성과 내구

하여 우수한 심미성과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라

성은 만족시키나 중합 시 수축, 치질보다 큰 열팽창계수, 강도

믹과 폴리머의 이중 구조로 물성을 개선하여 시판중인 RNC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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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상된 심미성과 강도, 내구성을 보이며[8], 국내 제품으로는

연구 방법

Polyglass (Vericom, Anyang, Korea)가 있다.
Yi와 Cho [9]에 의하면 색안정성은 심미상 매우 중요하며 색

시편제작(specimens fabrication)

소 침착, 시간에 따른 색 변화, 색 부조화는 보철물 재제작의 원
인이 된다. 색안정성은 여러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료 자체

3종의 각기 다른 재료를 이용한 실험 시편은 A2 shade 직경

의 색상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하며 이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 중

10 mm, 두께 2 mm의 디스크 형태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제

하나이다. 이런 색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색소 부착 또는

작되었으며[17], 실험을 위해 종류별로 40개씩 총 120개의 시

흡수, 수분, 표면 활택도, 재료성분, 중합상태, 재료의 마모 등이

편이 준비되었다. 제작된 시편의 연마는 각 재료의 추천되는 방

있어 RNC나 복합레진이 세라믹보다 색안정성이 떨어지는 이유

법을 사용하였다(Fig. 1).

가 된다[10,11].
치과 재료는 심미성 이외에도 체적안정성, 적절한 변연 적합

세라믹

도나 수명, 내마모도와 같이 구강 내 안정을 위한 요구 조건이

Mylar strip 없이 금속 주형을 이용하여 세라믹을 한 번 소성

있다. 구강 내 보철물은 구강 환경으로 인해 타액, 온도와 산도

한 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연마하였다(Fig. 1A). 표면 처리를

(pH) 변화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런 습한 조건에서도 적절한 물

위해 시편 제작 후, 각 시편의 수평과 표면 조건을 동일화하기

성 유지가 중요하다[9,12].

위해 한 쪽 표면을 green stone bur로 고르게 연마하고, 사포를

타액 속 수분은 충전재와 기질 사이 또는 기질 자체에 영향을
미쳐 기계적 물성 약화[13-16], 마모저항 감소, 체적안정성과

이용하여 grit 200, 400, 600 순으로 활택한 후, 흐르는 물에 30
초 동안 세척하고 압축공기로 건조하였다.

색안정성 저하를 일으킨다. 특히 복합레진의 경우, 체적 변화는
중합에 의한 수축과 수분 흡수에 따른 팽창이 있으며 수분 흡수

RNC 및 복합레진

는 주로 레진에 의해 직접 발생하여 수분 흡수 정도는 복합레진

원형 분할 금속판에 RNC 및 복합레진을 채운 후 Mylar strip

함량과 레진-충전재 결합 강도에 의한다. RNC의 구강 내 사용

을 덮고 압력을 가해(axial load of 500 g for 30 seconds) 잉여

을 위한 다양한 기계적 물성 실험이 선행되었으며 실제 임상에

분을 제거한다. 그 후 2장의 슬라이드 글라스로 덮어 중합 방해

서의 비교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기계적 물성 외에도

층 발생을 억제하고 원형 분할 금속판으로 분할한다. 제조사의

장기간 사용 시 색안정성, 흡수율 등 구강 내 안정성에 대한 논

지시에 따라 중합 후 금속 주형에서 분리하였다(Fig. 1B). 세라

문은 제한적이다.

믹, RNC, 복합레진 군들의 시편들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는 세라믹과 RNC, 복합레진

마하였다.

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침전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얻
어진 색상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구강 내 습한 환경에

색안정성 실험(color stability test)

서 수분 흡수와 용해가 나타나는지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미 재료

제작된 시편 중 종류별로 각각 20개씩 총 60개의 시편이 색안

인 세라믹, RNC, 복합레진의 색안정성과 체적안정성을 구강 환

정성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다[17]. 각 시편은 측정이 필요하지

경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10 mm

대상 및 방법

A

Shofu, Kyoto, Japan), RNC (Polyglass; Vericom), 복합레진
(Gradia indirect; GC,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2 mm

Cylindrical
specimen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3종의 간접 수복 재료로 세라믹(Vintage Halo;

A2 shade

Cylindrical
metal mold

B

Axial load of
500 g for
30 seconds

Slide
glass
Mylar
strip

Fig. 1. A Schematic representaion of the specimen fabrication. (A)
A cylindrical specimen. (B) Schematic view of the RNC and resi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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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한 쪽 면에 1부터 20까지 숫자를 기록하여 구분하였다. 이

의거해 중합 직후 몰드를 제거하여 초기질량을 측정하였고 초

들 시편은 10개씩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커피, 증류수 두 가지

기 질량(m1) 측정 후 시편들은 증류수로 옮겨져 1주, 2주, 4주, 8

음료에 침전시켰다.

주간 37°C 항온수조에 보관하였다. 시편들은 침전 시작 후 1주,

커피 용액은 250 mL의 끓인 증류수에 15 g의 커피(Maxim

2주, 4주, 8주에 각각 질량을 측정했다. 저장 후 시편들은 용액

Original; Dongsuh, Seoul, Korea)를 넣고 10분간 저은 후 여

에서 제거되어 paper 건조시켜 침전 후의 질량 (m2)을 측정하였

과지에 통과시켜 제조하였고, 증류수도 250 mL 준비하여 두 가

으며 이후 37°C 건조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질량(m3)

지 음료는 각각 5개의 200 mL 용기에 50 mL씩 넣고 각 재료별

을 측정하였다.

로 2개씩 시편을 침전시켰으며, 용기 내에서 시편 간 접촉이 발

무게의 변화는 시편의 표면과 내면의 수분을 거즈와 paper

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침전시켰다. 시편이 침전된 용

towel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전자식 저울(Libror AEX-200G;

기는 실온 암실에서 8주 동안 보관하였다.

Shimadzu Corp., Kot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중량

시편의 색은 분광광도계(SpectroShade Micro; MHT, Swit-

의 측정은 표시되는 측정값이 안정된 후 10초간 나타난 값을 기

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각 시편을 음료에 침전

록하였다. 측정된 시편은 다시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시간

하기 전에 색상을 측정, 기록하였고, 시편을 각각의 음료에 침전

간격에 따라 측정하였다. 흡수(water absorption, Wsp)와 용해

시켜 1주, 2주, 4주, 8주 경과 시에 꺼내 증류수에 세척한 다음

(water solubility, Wsl)를 다음 방정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티슈페이퍼로 표면을 닦고 분광광도계를 이용해 색을 측정하였
Wsp=(m2-m3)/V, Wsl=(m1-m3)/V [18].

다. 색조 측정을 위해 분광광도계의 광학부에 흡광통을 놓고 영
점 조정 후 표준 백색판을 사용해 표준 조정 후 시편을 광학부
에 밀착시켰다. 측정 부위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시편

통계분석

은 다른 3부위를 무작위 선택하여 한 부위를 3회 측정 후 그 평
균값으로 CIE L*a*b system을 이용해 기록되었다. 침전 전과 각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ver. 22.0 (IBM Corp., Armonk,

측정시기의 색 변화는 색차(∆E)로 기록되었으며, 계산하는 방

NY, USA)을 이용하였다. 커피 침전 시 색 변화와 증류수에서의

법은 다음과 같다.

재료별 흡수율 평가 시 Shapiro–Wilk test 결과에 의해 정규성
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Levene’s test에 의한 등분산 가

2

2

2 1/2

∆E={(∆L) +(∆a) +(∆b) }

정을 만족하여 모수방법인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

L: white와 black의 정도, ∆L=Lt–L0

sis of variance)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Tukey test와

a: redness와 greeness의 정도, ∆a=at–a0

Bonferroni’s method로 사후 검정하였다. 모든 결과는 p ＜0.05

b: yellowness와 blueness의 정도, ∆b=bt–b0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증류수 침전 시 색 변화와

(Lt, at, bt: 침전 후 측정 시기에서의 수치/L0, a0, b0: 침전 전 수치)

재료의 용해도 값은 Shapiro–Wilk test 결과에서 정규성을 만족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모수 방법인 Kruskal–Wallis test로 통

수분 흡수율과 용해도 실험

계 분석하였다. 두 군씩 쌍을 지어 각각 Mann–Whitney U-test
를 시행 후, Bonferroni’s method로 제 1종 오류를 보정하여

제작된 시편 중 종류별로 각각 20개씩 총 60개의 시편이 수분

p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흡수 및 용해 실험에 사용되었다. 실험 전 각 시편의 직경과 두
께가 전자 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
편의 부피(V)가 계산되었다. 시편의 부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disc 원주의 4등분점과 중앙 한 점을 표시하였으며 37°C 탈이온

결 과
색안정성

수에 24시간 동안 저장 후 disc의 baseline 두께와 직경을 계측
세 가지 종류의 시편을 증류수와 커피에 침전 후 1주, 2주, 4

하였다.
수분 흡수와 용해에 의한 체적 변화와 무게의 변화를 관찰하

주, 8주 경과 시 측정하여 색조 변화의 평균∆E 값을 평가하였

기 위해 시편들은 1주, 2주, 4주, 8주간 증류수에 보관되었고 외

다. 각 재료별로 증류수와 커피에서 평균∆E 값을 비교하였을

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였으며 측정 시에만

때 모든 재료가 커피에서 증류수 보다 평균∆E 값이 증가하였으

공기 중에 노출하였다. 시편들은 질량이 유지되는 국제표준화

나 모든 재료에서 전 기간 동안 증류수에서의 색조 변화는 유의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에

한 차이가 없었다(p ＞0.05; Fig. 2, 3). RNC를 커피에 침전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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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total color change (ΔE) in distilled water. Cer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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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total color change (ΔE) of resin nano ceramic in distilled water and coffe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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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total color change (ΔE) in coffee solution. Ceramic,
RNC,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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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verage total color change (ΔE) of composite resin in distilled
water and coffee solution.

때 평균∆E 값이 가장 증가하였으며 커피용액에서 세 가지 재료
Average total color change (E

16

Distilled water
Coffee

14

의 평균∆E 값은 유의한 차이(p ＜0.05)가 관찰되었다(Fig. 3).
모든 평가 시기에서 세라믹은 증류수와 커피 용액 모두 주수

12

별 ∆E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증류수보다 커피용

10

액에서 색 변화가 크게 관찰되었고(Fig. 4) 이는 통계적으로 유

8

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5). 증류수와 커피용액에서 각 재료
별 평균 색 변화 비교 시 모든 재료가 증류수에 침전했을 때보다

6

커피에 침전했을 때(Fig. 3) 유의한 ∆E의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4

(p ＜0.05), 세라믹의 평균 색 변화 수치가 가장 낮았다(Fig. 4).

2

RNC는 커피에 침전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E의 유의한 증가

0
1 wk

2 wk

4 wk

8 wk

Average

Fig. 4. Average total color change (ΔE) of ceramic in distilled water
and coffee solution.

가 관찰되었으며(p ＜0.05) 특히 8주차 변화량이 가장 높게 측정
되었다(Fig. 5). 복합레진은 커피용액에서 시간에 따라 ∆E 값이
증가하여 8주차 변화량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나(Fig. 6) 통
계적으로 커피에서와 증류수에서 모두 ∆E 변화량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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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 absorption in distilled water. Ceramic, RNC, Resin.

Fig. 8. Water solubility in distilled water. Ceramic, RNC, Resin.

수분 흡수율과 용해도

인 용액의 성분이나 제조법 등의 다양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다른 논문들과 달리 이번 실험에서 ∆E 값의 증가가 더욱

본 연구에서는 8주 동안 증류수에 침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3

두드러진 것은 시편의 커피 용액 침전시간이 8주로 매우 길었기

가지 재료에 따른 수분 흡수와 용해도의 평균 변화를 평가하였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시간에 따라 ∆E 값의 변화가 유의하

다. 재료에 따른 수분 흡수와 용해도의 변화를 관찰 시 세라믹의

게 증가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E 값이 커졌다고 보고한 Jain

흡수율과 용해도가 가장 적었고 복합레진에서 가장 많았다. 특

등[20]의 연구 결과와 같다.

히 RNC와 복합레진에서 시간에 따른 흡수율과 용해도 변화가

Guler 등[21]에 의하면 커피와 차에 함유된 수용성 물질인 탄

두드러졌으며 시간이 증가할수록 흡수율과 용해도도 유의하게

닌산(tannic acid)은 갈색 착색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착

증가하였다(p ＜0.05). 수분 흡수율은 복합레진, RNC, 세라믹

색은 커피에 포함된 다른 극성을 갖는 황색 색소로 인하며[22]

순으로 높았으며(Fig. 7), 세라믹과 복합레진 간에는 통계적으로

커피에 의한 착색은 색소의 흡착과 색소와 재료의 호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 ＜0.05). 또한 재료간 용해도에서

흡수에 의한 복합적 작용이므로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p ＜0.05), 복합레진에서 용해

[23].

도가 가장 높았고 세라믹이 가장 낮았다(Fig. 8).

Jeong 등[24]과 Belli 등[25]에 의하면 RNC는 zirconia-silica
nanofillers (80%)와 resin matrix (20%)가 입자형태로 퍼지거

고 찰

나 뭉쳐진 형태로 레진 매트릭스의 중합이 필요하므로 궁극적
으로는 복합레진의 분류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RNC는

본 실험에서 세 가지 종류의 시편을 증류수와 커피에 1주, 2

성분 중 충전재 함량을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레진 기질 구

주, 4주, 8주간 침전시켰을 때 색 변화의 평균∆E 값은 시간에

조가 남아 있어 구강 내 변화가 보고된다. 광택 소실, 변색과 같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는 Lee [12]에 의하면 전체 실험군의

은 임상적 증상은 기계적, 화학적, 온도, 빛과 같은 자극에 의해

∆E 값의 비교 시 모든 군이 침전 시간에 따라 ∆E 값이 증가하

유발된 RNC 성질의 변화로 여겨진다[26].

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본 실험에서는 세라믹, RNC, 복합레진을 비교하여 수분 흡수

세라믹, RNC, 복합레진을 비교 하였을 때 세라믹의 ∆E가 가

와 용해를 평가하였는데 레진 기질이 가장 많은 간접 수복용 복

장 작았고 RNC와 복합레진의 ∆E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합레진에서 가장 큰 수분 흡수와 용해 정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Jain 등[19]은 복합레진의 ∆E 변화를 3주간 관찰

또한 시간에 따라 수분 흡수와 용해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

하였고 시간에 따라 ∆E가 증가하였으며 3주차에는 최대 8.4의

되었는데 이는 Noort [27]의 연구에서도 시편의 침적시간에 따

∆E 변화량이 관찰되어 위 실험의 변화량 수치와 유사하게 측정

라 수분 흡수로 인한 팽창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모든 시

되었다.

점에서 수분 흡수가 용해보다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Kim

착색의 정도 차이는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의 종류, 시편 표
면 거칠기, 다공성의 정도, 복합레진 중합 방법, 실험 재료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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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8]의 연구 결과에서도 수분 흡수 정도가 용해 정도보다 많
게 보고되었다.

Hye-Yun Heo, et al.

세라믹의 경우 일단 소성되면 표면 거칠기에 의한 외부 착색
외에는 변색이 거의 없으나 RNC는 무기질 필러 함량을 높여 물
성을 증가시켰지만 남아 있는 레진 기질로 인해 같은 경향[8,29]
을 보이며 복합레진은 기질과의 결합이 구강 내 환경에서 파괴
되면서 착색, 수분 흡수와 용해 과정 등 많은 변화가 관찰된다.
치과 수복재는 습한 환경에서 적절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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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므로 수분 흡수와 용해 관점에서 복합레진의 수분 흡
수로 인한 체적 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3033]. 이들 논문에서 수분 흡수와 복합레진의 체적 변화는 비례
하며 수분 흡수와 용해 정도는 제품의 성분과 중합 방식과 관계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Yi와 Cho [9]에 따르면 구강은 항상 타
액에 노출되며 각종 색소, 음식물의 산도, 온도에 영향을 받아
충전재와 기질 사이, 기질 자체에 영향을 미쳐 계면분리나 충전
재를 녹이는 작용하므로 복합레진의 색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환
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Noort [27]와 Hirasawa 등[31]은 레진
기질 함유량에 따라 복합레진의 수분 흡수 팽창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력한 착색 작용이 있는 커피를 포함한 착색성 음식물이 구
강 내로 불규칙하게 투여되어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 사용된 RNC와 복합레진
은 세라믹보다 색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색안정성을 개선하기 위
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RNC나 복합레진의 수분 흡
수와 팽창 또한 기질 함유량에 따라 변화하므로 수분 흡수에 의
한 계면분리나 충전재 용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 자체
의 기질 성분에 강한 교차결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복
재료별 기질 함량이 매우 다양 하므로 개발된 여러 재료들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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