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actor와 충전법이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에 의한 치질에서의 수축응력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factor and layering technique on the contraction force of 
composite resin restoration to tooth surface

이봉규 박사논문 초록 

와동 형성시 c-factor와 충전방법이 복합레진 수복물에서의 수축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발거된 소구치를 대상으로 c-factor가 3.6과 1.0인 와동을 각각 

형성한 후 hybrid 형인 Z-250TM(3M ESPE, U.S.A.)과 flowable 레진인 Filtek 

flowTM(3M ESPE, U.S.A.)을 사용하여 layering과 충전을 시행하고 광중합하면서  

strain gauge법을 이용하여 치질에서의 수측 응력을 측정하였다. 시편을 

절단하여레진과 상아질 사이 계면의 접착상태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와동의 c-factor에 따른 수축 응력을 측정한 결과 c-factor가 3.7인 제 1군과 제 2

군, 그리고 제 5군이 900초 후 각각 0.11, 0.07, 0.07 MPa로 c-factor가 1.0인 제 3

군과 제 4군의 0.05와 0.04 MPa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P<0.05). 1,800초 후에는 제 1

군, 제 5군, 제 2군, 제 3군, 제 4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제 2군과 제 3군, 그리고 제 

3군과 제 4군 사이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2. 레진 재료에 따른 수축응력의 차이는 c-factor가 3.7인 와동의 경우 hybrid 형 레진

인 Z-250이 flowable 레진인 Filtek flow에 비해 수축 응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P<0.05) c-factor가 1.0인 와동의 경우 재료의 차이에 따른 수축 응력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3. Layering에 따른 수축 응력은 Z-250을 layering 없이 bulk 충전한 제 1군에 비해 

flowable 레진을 layering한 제 5군이 전 측정 시간대에 걸쳐 수축 응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4. C-factor가 3.7인 제 1군과 제 2군, 제 5군은 900초 까지 수축 응력이 증가하다 이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C-factor가 1.0인 와동의 경우 충전용 레진 종류에 관계없이 레진과 와동벽 사이에 

긴밀한 접착 상태를 보였으나 c-factor가 3.7인 와동의 경우 부분적으로 틈이 관찰

되었다. 전반적으로 와동 저에 비해 와동 벽에서 틈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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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복합레진 수복시 수축 응력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c-factor를 크지 않게 와동을 설계, 형성하여야 하며 c-factor가 클 경우 

flowable 레진을 이장하는 등 재료적인 면에서의 선택과 적용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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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ofc-factorandlayeringtechniqueonthecontraction
forceofcompositeresinrestorationtotoothsurface

Theaim 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relationshipbetween
theCfactorandshrinkagestrainvaluesofcompositeresinandexaminethe
strainvaluesindifferentincrementalfillingtechniques.Experimentconsisted
twoaims.First,wecomparedwithstrainvalueintwodifferentc-factors(3.7
and1.0).Second,weexaminedthestrainvaluesinthreedifferentfilling
techniques.
Theresultsofthepresent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1.Highc-factorgroupsshowedhighercontractionstressvaluesthan
low c-factorgroupsat900secafterpolymerization.

2.Hybridresinshowedhighercontractionstressvaluesthanflowable
resin in high c-factorcavityies.ButContraction stresswas not
revealed significantdifferencebetween hybrid resin and flowable
resininlow c-factorcavities(P>0.05).

3.Bulk filling with hybrid resin(Group 1)showed high contraction
stressandliningwithflowableresinfollowedhybridresin(Group5)
showedlowercontractionstress.

4.Contraction stress were increased during 900 sec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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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ization in high c-factor groups but decreased gradually
after900sec.

5.Low c-factorgroupsshowedtightmarginalsealbetweenresinand
cavitywallbuthigh c-factorgroupsshowed gapsformed between
resinandcavitywallinpart.

Onthebasisaboveresults,layeringtechniquesinhighc-factorcavityshowed
advantagesinreducingcontractionstressandgapformationbetween
cavitywallandresin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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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복합레진의 중합시 발생하는 수축은 와동의 벽에 전달되어 수복하는 치아 구조
물에 응력을 유발하게 된다.이와 같은 수축 응력은 변연누출이나 치아 교두의 미
세한 변위를 유발하여 치아과민,변색,수목물 탈락,이차 우식 등 여러 가지 부작
용을 일으키는 원인요소로 작용한다.
복합레진의 중합시 발생하는 수축은 체적의 1-3% 정도라고 여러 연구에서 보

고한 바 있는데1,2,3)이와 같은 중합수축에 의해 와동 주위 치아구조물에서 발생되
는 응력은 레진수복물의 체적과 와동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1987년 Feilzer등4)은 수복시 와동의 형태에 관해 복합레진과 결합되고 있는 면

에 대한 결합하지 않은 면의 비율인 Cfactor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는데,C
factor가 클수록 와동 주위에 더 큰 응력이 발생된다고 하였다.이후 여러 학자들
5-7)이 C factor와 관련하여 복합레진 중합시 치질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는데,Nikolaenko등8)은 Cfactor가 큰 경우 상아질과 레진 수복
물간의 결합력이 감소되므로 적절한 lining방법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Choi등9)과 몇몇 학자들10,11)은 레진 adhesive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레진
수목물의 수축응력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중합수축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로 레진재료 자체에서 filler의 크기나 양을 변화

시키거나12,13)camphorquinone이나 amine같은 빛 흡수 물질의 양을 조절하는 방
법14,15)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최종 사용자가 임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
가 아니다.이외에도 softstart와 같은 광조사 방법의 변형16-23),elasticmodulus를
조절한 flowable레진의 이용24,25)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중합시 수축이 덜 발생
하는 새로운 모노머의 개발 또한 시도되고 있다.Kim 등26)은 복합레진의 기질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Bis-GMA 모노머는 중합수축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점
주도가 높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어 중합수축이 큰 모노머인 TEGDMA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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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점주도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합수축이 증가될 수 밖에 없
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합수축이 크지 않으면서 점주도가 낮은 TMBis-GMA 라
는 새로운 모노머를 첨가하여 TEGDMA의 일부를 대체하므로써 기존의 모노머
보다 중합수축이 최고 50%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
적층 충전법(incrementalplacementtechnique)은 그동안 중합수축을 줄이는 방

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27-29),Nikolaenko등8)은 와동이 깊은 경우 수평적층충
전은 치질과 레진간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Reis등30)은 적층충전은
bulk충전 보다 높은 결합력을 보였으나 수평,수직,경사 적층 충전 간에는 결합
력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flowable레진 같은 낮은 점주도를 갖는 레진의 이
장이 결합력의 증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Loguercio등31)은 충전방법
이 중합수축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거나 결합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충
전방법이 중합수축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주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복합레진의 수축응력을 측정하는 model로 많은 연구에서 표준화가 편리한

plasticring을 사용하였는데,이는 실지 임상에서 와동벽을 이루고 있는 상아질과
의 탄성계수나 결합력이 다르므로 data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와동형성시 c-factor와 충전방법이 복합레진 수복물에서의 수

축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치아 시편에서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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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실험재료 및 방법

1.실험재료

0.05% thymol용액에 보관한 90개의 발거된 건전한 소구치를 이용하였다.상아
질 접착 시스템은 SinglebondTM(3M ESPE,U.S.A.)를 사용하였으며 충전용 복합
레진으로는 hybrid형 복합레진인 Z-250TM(3M ESPE,U.S.A.)과 flowable레진인
FiltekflowTM(3M ESPE,U.S.A.)를 사용하였다.

2.실험방법

1)와동 형성
치아 표본은 형성하고자 하는 와동의 c-factor에 의해 크게 highc-factor(3.7)와

low c-factor(1.0)의 2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와동은 고속핸드피스와 bur를 사용하여
형성하였다.와동은 가로 세로 각각 3mm의 정방형으로 형성하였으며 깊이는 1
mm와 2mm 두 종류로 하였다(Fig.1).

14.0 3 23.5 0.52.5 1.5

C-factor

High C-factor

2 mm

Low C-factor

1 mm

1 mm

3 mm 3 mm

14.0 3 23.5 0.52.5 1.5

C-factor

High C-factor

2 mm

Low C-factor

1 mm

1 mm

3 mm 3 mm

Fig.1Cavitydimensionsandc-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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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복 방법
와동내면을 35% 인산(ScotchbondTM Etchant,3M ESPE,U.S.A.)으로 15초간

산부식하고 흐르는 물에 20초간 세척한 다음 상아질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도록
가볍게 압축공기를 불어 어느 정도 습기를 머금도록 건조시킨다.
상아질 접착 시스템인 SinglebondTM(3M ESPE,U.S.A.)를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아질 내면에 도포한 다음 압축공기로 가볍게 불어 얇게 골고루 퍼지게 한
후 LED 광중합기(EliparFreeLight2TM,3M ESPE)를 사용하여 10초간 광중합한
다.와동은 c-factor와 충전 방법에 4가지 군으로 나누어 충전을 시행하였는데,제
1군은 2mm 깊이 와동에 hybrid형 복합레진인 Z-250TM을 충전하고,제 2군은 2
mm 깊이 와동에 flowable레진인 FiltekflowTM를 충전,제 3군은 1mm 깊이 와
동에 Z-250TM을 2mm 높이로 충전,제 4군은 1mm 깊이 와동에 FiltekflowTM

를 2mm 높이로 충전한 경우,그리고 제 5군은 2mm 깊이 와동에 Filtekflow를
1mm 두께로 먼저 이장하고 나머지 1mm를 Z-250TM으로 충전하였다(Table1,
Fig.2).충전 후 광중합은 EliparFreeLight2TM로 20초간 조사하였다.

Table1.Classificationofexperimentalgroupsaccordingtoc-factorand
layeringtechnique

Group Depthofcavity Leveloffilling Methodoffilling Material c-factor

Ⅰ 2mm just bulk Z-250 3.7
Ⅱ 2mm just bulk Filtekflow 3.7
Ⅲ 1mm 1mm over bulk Z-250 1
Ⅳ 1mm 1mm over bulk Filtekflow 1

Ⅴ 2mm just layering Filtekflow
Z-25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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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Methodoffillinginrelationwithc-factor

3)수축응력 측정
중합시 수축으로 인한 응력은 straingauge(TMLfoilstraingaugeTM,SOKKI,

Japan)를 치아의 협면에 cyanoacrylateadhesiveTM(SOKKI,Japan)를 사용하여 부
착하고 leads를 DataloggerTM(TDS-102,SOKKI,Japan)에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Fig.3).수축 응력은 광조사 시점으로부터 1초 간격으로 30분간 측정하였다.

Fig.3.StraingaugeattachingtotoothandTMLDataloggerTM(TDS-102,
SOKKI,Japan)

측정된 strain값을 Hooke'slaw를 이용하여 각 시점의 수축응력으로 환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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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ss(MPa)=Strain(ℇ)☓ Elastacityofmodulus

   * Elastacity of modulus(Enamel) = 3.0☓103 MPa

측정값은 One-wayANOVA andT-test를 통하여 0.05수준에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4)상아질-수복물 계면의 SEM 관찰
응력을 측정한 후 low speed diamond wheelsaw(Model650,South Bay

Tech.,USA)로 시편을 협설로 절단하여 polisher(Model250,Baytech)를 사용하
여 표면을 부드럽게 한 후 0.5% EDTA로 2분간 표면을 처리한 후 금 도금
(PS-1200,ParaOne,Korea)처리한 후 주사전자현미경(XL30 SERIES,Philips
ElectronicInstrumentsInc,USA)으로 레진 수복물과 상아질 사이의 계면을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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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험 성적

1.수축 응력 측정
모든 군에서 광 조사 직후 수복물의 일시적인 팽창을 보였다가 약 60초 후 부

터 급격히 수축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수축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 군에서 시간경과에 수축 응력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
다.(P<0.05) 각 군 공히 600초 이후 부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축 응력이 서서
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1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Fig.4).
전 측정 시간대에서 제 1군이 수축 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제 3군과 제 4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Highc-factor군에서는 Z-250으로 충전한 제 1군이
수축 응력이 Feltekflow로 충전한 제 2군과 Feltekflow로 이장하고 Z-250으로
충전한 제 5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P<0.05)제 2군과 제 5군은 대체적으로 제
5군이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2.3).
Low c-factor군인 제 2군과 제 4군 사이에는 수축 응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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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Strainstresschangeofeachgroupfor1,800sec

Table2.Strainstressvalue(Mean±SD)ofeachgroupduring1,800sec
(Unit:MPa)

1 2 3 4 5
60sec 0.054±0.016 0.012±0.004 0.014±0.005 0.016±0.007 0.043±0.010
120sec 0.078±0.009 0.037±0.010 0.015±0.005 0.012±0.004 0.061±0.015
240sec 0.106±0.020 0.065±0.007 0.043±0.006 0.027±0.005 0.054±0.016
600sec 0.119±0.017 0.072±0.009 0.054±0.007 0.044±0.012 0.081±0.009
900sec 0.106±0.020 0.074±0.005 0.054±0.007 0.040±0.009 0.072±0.012
1,200sec 0.099±0.017 0.061±0.006 0.041±0.007 0.041±0.009 0.074±0.014
1,800sec 0.090±0.013 0.048±0.006 0.038±0.006 0.036±0.011 0.060±0.007
F 26.449 150.512 41.759 246.849 84.342
P .004 .007 .005 .004 .012

0.006 0.036±0.0110.06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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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Comparison ofcontraction stress value among groups ateach
measuringtime

1 2 3 4 5
60sec A B C C D
120sec A B C C D
240sec A B CD D BC
600sec A B C C B
900sec A B C C B
1,200sec A B C C B
1,800sec A C CD D B

2.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제 1군의 경우 와동저와 와동벽 사이의 첩착 상태는 긴밀하였으나 부분적으로

gap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5,6).제 2군은 와동저의 경우 긴밀한 접
척 상태를 보였으나 와동벽에서 수복물과 와동의 계면이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
었다(Fig.7,8).제 2군은 제 1군에 비해 와동저와 와동벽에서 전체적으로 긴밀한
접착 상태를 보였다.제 3군과 제 4군의 경우 수복물과 와동사이의 계면이 긴밀히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Fig.9-13)혼성측(hybridlayer)과 resin
tag가 상아질 세관으로 침투한,전형적인 레진-상아질 첩착상이 관찰되었다(Fig.
10).와동저에서는 제 3군과,제 4군의 접착 상태의 차이를 관찰하기 어려웠으나
와동벽에서는 제 4군이 제 3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긴밀한 접착 상태를 보였다
(Fig.11,13).제 5군은 와동저는 긴밀한 접착을 이루고 있으며 와동벽 또한 대체
적으로 긴밀한 접착을 이루고 있으나(Fig.15)일부 와동벽에서 계면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Fi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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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Fig.6

Fig.7 Fig.8

Fig.9 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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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 Fig.12

Fig.13 Fig.14

Fig.15 Fi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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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총괄 및 고안

복합레진은 심미적 수복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중합
시 수축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있다.중합 수축은 시기적으로
pre-gelphase와 post-gelphase의 두가지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데,pre-gel
phase에서는 레진에 유동성이 있으므로 수축에 의한 인접면에서의 응력 발생을 완화
시킬 수 있다.그러나 post-gelphase에서는 재료 자체의 elasticityofmodulus의 특
성에 관련한 stiffness가 증가하여 수축에 따른 인접면에서의 응력이 즉각적으로 반영
된다32-35).이와 같은 post-gelphase에서의 수축이 임상에서 복합레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수축응력은 레진 수복에서 변연 접합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수축 응력은 복합레진 수복물과 와동벽 즉,
상아질과의 계면의 긴밀하지 못한 접합을 야기하며 이와 같은 긴밀하지 못한 계
면은 미세누출을 야기하여 술 후 과민증,치수자극,이차 치아우식 등의 술 후 부
작용을 유발하는 원인 요소를 제공한다.또한 수복물과 상아질 계면 사이가 긴밀
히 접착되어 있다할지라도 수축 응력은 치아 교두의 미세한 변위(deflection)를
유발하므로써 역시 수 후 과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36-38).
복합레진의 중합수축에 따른 수복물 주위에서의 수측 응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이를 줄이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Feilzer에 의해 “c-factor”라는 개념이 소개된 이래 c-factor를 줄이기 위한 와동

형성,충전법5,7,10,32),흐름성과 modulusofelasticity가 낮은 flowable레진을 이장
하는 방법39-41),중합 조사광의 광도를 변화시키는 soft-start방식42,43)등 여러 가
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이중 특히 c-factor의 개념에 의거한 적층 충전법과
flowable레진의 사용 그리고 광조사 방법의 변형 기법 등이 주로 임상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축 응력의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
히 결론 내려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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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ctor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된 적층 충전은 중합 동안 레진 재료 자체의
와동 벽과의 접촉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나 Winkler등44)외 몇몇 학자들45)은 적
층 충전보다 bulk 충전 시 오히려 수축 응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으며
2004년 Ernst등46)도 적층 충전은 복합레진의 중합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수축 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47)의 연구에서도 bulk
충전한 군과 적층 충전한 군 사이에는 수축 응력의 차이가 없다고 한 바,적층 충
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2004년 Gonzalez-Lopez등48)은 수축
응력에 의한 교두의 미세 변위를 줄이는 방안으로 레진을 와동벽에 여러 가지 형
태로 layering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음을 보고 한 바 있는데,
이는 역시 modulusofelasticity가 큰 hybid형 복합레진으로 만 layering했기 때
문이 아닌가 하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수축 응력을 줄이기 위한 적층 충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본 연구에서는 c-factor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적층 충전을
변형한 layering개념을 시도하였다.즉,modulusofelasticity가 낮아 탄성이 좋
은 flowable레진을 먼저 이장하고 상부에 복합레진을 위치시킨 결과 복합레진을
bulk충전한 군에 비해 수축 응력이 현저히 감소되었다(Fig.4,Table2).
c-factor와 관련한 재료적인 영향,즉 modulusofelasticity가 수축 응력에 임상

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factor를 각각 3.7과 1의 와동을
형성하였는데,c-factor가 1인 와동에서는 modulusofelasticity가 서로 다른
Z-250과 Filtek flow 레진 수복물 간에 수축 응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c-factor가 3.7인 와동에서는 두 재료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이는 c-factor가 큰
와동일수록 재료의 특성과 이에 다른 선택이 수축 응력에 영향을 더 많이 줌을
의미하고 있다.따라서 중합 수축에 따른 수복물 주위에서의 수축 응력의 크기는 재료
자체의 탄성이 중요한 변수라 고려된다.김47)은 flowable레진을 와동 전면에 이장한
후 복합레진을 충전한 결과 수축 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그러나 이 경우
flowable레진을 전 와동에 균일하게 도포하였을 경우 flowable레진의 낮은 물리
적 성질에 의한 결합력 저하나 마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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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같이 와동벽이나 와동 변연부를 제외한 와동저에만 이장하는 방법이 더 추
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96년 delaMacorra등49)은 제 1급 와동은 c-factor가 평균적으로 4.0이라 하

였으며 치경부가 마모된 "V"형 5급 와동은 1에 가깝다고 하였다.따라서 본 연구
결과 c-factor가 3.7인 경우 레진 재료 및 layering방법에 따른 수축 응력의 차이
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급 와동의 경우 수축 응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
료의 적절한 선택과 함께 layering방법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군에서 광중합 직후에는 일식적으로 팽창이 일어났으며 초기에는 급격한
수축률을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팽창은 중합 시 광중합기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재료의 일시적 팽창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수축 응력을 측정하는 시간을 다른 연구들에서와 같이 600-900

초 정도가 아닌 1,800초 까지 측정하여 장기적인 결과를 관찰하였는데,600-900
초를 지나면서 c-factor가 낮고 flowable레진을 충전한 제 4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수축 응력이 약간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이는 레진 수복물의 수
축에 따른 와동 벽과 레진간의 결합력이 한계 상황을 넘어 부분적으로 접착 상태
가 붕괴되면서 와동 벽에 존재했던 응역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
정된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복물과 와동 계면의 접착 상태를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관찰한 결과 제 4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레진과 상아질 면의 부분적인 틈이
관찰되었다.특히 와동 저 보다는 와동 벽에서 이러한 틈이 더 많이 관찰되었는
데,이는 상아질 세관의 주행방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합 수축과 수복물 주위에서의 수축 응력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

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요인으로 중합 수축과 이와 관련된 수축 응력
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ybrid형 복합레진을

사용하였으며 중합시간이 짧은 LED 광원을 사용하였다.그러나 최근 개발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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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레진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중합 수축의 양상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여러 가지 레진,시편의 표준화,광원의 종류 및 조사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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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와동 형성시 c-factor와 충전방법이 복합레진 수복물에서의 수축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발거된 소구치를 대상으로 c-factor가 3.6과 1.0인 와동을 각각
형성한 후 hybrid 형인 Z-250TM(3M ESPE,U.S.A.)과 flowable레진인 Filtek
flowTM(3M ESPE,U.S.A.)을 사용하여 layering과 충전을 시행하고 광중합하면서
straingauge법을 이용하여 치질에서의 수측 응력을 측정하였다.시편을 절단하여
레진과 상아질 사이 계면의 접착상태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와동의 c-factor에 따른 수축 응력을 측정한 결과 c-factor가 3.7인 제 1군과 제
2군,그리고 제 5군이 900초 후 각각 0.11,0.07,0.07MPa로 c-factor가 1.0인 제
3군과 제 4군의 0.05와 0.04MPa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P<0.05).1,800초 후에는
제 1군,제 5군,제 2군,제 3군,제 4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제 2군과 제 3군,그
리고 제 3군과 제 4군 사이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2.레진 재료에 따른 수축응력의 차이는 c-factor가 3.7인 와동의 경우 hybrid형
레진인 Z-250이 flowable레진인 Filtekflow에 비해 수축 응력이 크게 나타났
으나(P<0.05)c-factor가 1.0인 와동의 경우 재료의 차이에 따른 수축 응력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Layering에 따른 수축 응력은 Z-250을 layering없이 bulk충전한 제 1군에 비
해 flowable레진을 layering한 제 5군이 전 측정 시간대에 걸쳐 수축 응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4.C-factor가 3.7인 제 1군과 제 2군,제 5군은 900초 까지 수축 응력이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C-factor가 1.0인 와동의 경우 충전용 레진 종류에 관계없이 레진과 와동벽 사
이에 긴밀한 접착 상태를 보였으나 c-factor가 3.7인 와동의 경우 부분적으로
틈이 관찰되었다.전반적으로 와동 저에 비해 와동 벽에서 틈이 더 많이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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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복합레진 수복시 수축 응력에 따른 합병증을 예
방하기 위해 c-factor를 크지 않게 와동을 설계,형성하여야 하며 c-factor가 클
경우 flowable레진을 이장하는 등 재료적인 면에서의 선택과 적용법이 중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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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ionoffigures

Fig. 5 Resin-dentin interface at the bottom of the cavity(high
c-factor).Arrow showed the gap formed between resin(R)
anddentin(D).

Fig.6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high c-factor).
Arrow showedthegapformedbetweenresinanddentin.

Fig.7 Resin-dentin interfaceatthebottom ofcavity(high c-factor).
Arrow showed the tight marginalsealbetween resin and
dentin.

Fig.8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high c-factor).
Arrow showedthegapformedbetweenresinanddentin.

Fig.9 Resin-dentin interfaceatthebottom ofcavity(low c-factor).
Arrow showed the tight marginalsealbetween resin and
dentin.

Fig.10Resin-dentin interfaceatthebottom ofcavity(low c-factor).
Tightmarginalsealwithhybridlayer(H)wasshownbetween
resin and dentin. Arrow showed the resin tag penetrated
intothedentinaltuble.

Fig.11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low c-factor).
Arrow showed the micro gap formed between resin and
dentin.

Fig.12Resin-dentin interfaceatthebottom ofcavity(low c-factor).
Tightmarginalsealwith thick adhesive layer was shown
between resin anddentin.Arrow showedtheadhesivelayer
bondedtightlyondentin.

Fig.13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low c-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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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ow showed the tightmarginalsealbetween resin and
dentin.

Fig.14Resin-dentin interfaceatthebottom ofcavity(low c-factor).
Tightmarginalsealwasshownbetweenresinanddentin.

Fig.15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low c-factor).
Arrow showedtightmarginalsealbetweenresinanddentin.

Fig.16 Resin-dentin interface atthe wallofcavity(low c-factor).
Arrow showedgapformedbetweenresinandd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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