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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치아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의 광중합 시 

온도 변화에 대한 열화상 분석 

 

김 민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보존학 전공 

(지도교수 이 인 복) 

 

1.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발치된 사람 치아의 1급 와동에 서로 다른 충전 

방법과 광조사 모드를 이용하여 고점도의 전통형 복합레진 또는 bulk-

fill 복합레진을 수복했을 때 복합레진과 상아질에서의 온도 증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35개의 발치된 사람 대구치에 1급 와동을 형성하고 근심측을 

수직절단하여 와동의 근심측 절단된 면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와동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복하였다. Group 1, Filtek Z250 (Z250, 

3M ESPE)을 2회 적층충전하여 Elipar S10 (3M ESPE)으로 광조사; Group 2, 

Filtek Bulk Fill Posterior (BFP, 3M ESPE)를 2회 적층충전하여 Elipar 

S10으로 광조사; Group 3, BFP를 bulk 충전하여 Elipar S10으로 광조사; 

Group 4, BFP를 bulk 충전하여 BeLite Norm mode (B&L Biotech)로 광조사; 

Group 5, BFP를 bulk 충전하여 BeLite Soft mode로 광조사하였다(n=7). 각 

적층충전된 층 또는 bulk 충전을 20초간 광조사하였다. 표본을 광조사할 

때의 열화상 영상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VarioCamhr head 700, InfraTec 

GmbH)를 이용하여 100초간 기록하였다. 복합레진과 상아질 표면의 

온도 변화는 와동의 최상부에서 치수까지 각각 0.75 mm 및 1 m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두 LED 광조사기의 광의 세기와 출력 패턴을 

측정하였다. Z250과 BFP의 열역학적 중합거동을 광-시차 주사 열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n=3). 15개의 사람 대구치에 1급 와동을 형성하여 

열화상 영상 분석 방법에서 사용된 같은 방법을 이용해 충전 후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n=3).  

 

 



 

 

 

3. 결과 

 

시간에 따른 치아 표본 단면의 이차원적 온도 분포를 관찰하였다. 

광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와동내에서 급격한 온도 증가가 일어났다. 

가장 높은 온도 증가는 와동 최상부로부터 0.75 mm 치수측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이 지점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은 13.7 ± 1.1℃ 

(Group 1), 13.0 ± 1.5℃ (Group 2), 16.8 ± 1.3℃ (Group 3), 14.1 ± 0.7℃ (Group 

4), 그리고 14.5 ± 2.4℃ (Group 5)로 나타났다. 와동저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은 11.2 ± 0.8℃ (Group 1), 10.7 ± 1.0℃ (Group 2), 10.8 ± 1.6℃ (Group 

3), 8.9 ± 0.9℃ (Group 4), 그리고 9.2 ± 1.5℃ (Group 5)로 관찰되었다. 

와동저로부터 1 mm 하방의 상아질 부위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은 9.1 

± 1.0℃ (Group 1), 8.6 ± 1.5℃ (Group 2), 8.6 ± 1.1℃ (Group 3), 6.8 ± 0.9℃ 

(Group 4), 그리고 7.3 ± 1.4℃ (Group 5) 였다. Z250은 BFP보다 ΔT=5℃에 

더 빠르게 도달하였으나, 두 복합레진 사이에 모든 regions-of-interest 

(ROIs)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ulk 충전은 

적층충전에 비해 와동 최상부로부터 0.75 mm 치수측으로 떨어진 

부위와 와동 중앙에서 더 높은 최대 온도 증가값을 나타냈다. Elipar 

S10은 BeLite에 비해 와동 내부에서 온도 증가가 더 빠르게 일어났으며, 

더 높은 최대 온도 증가를 나타냈다.  

광 출력 패턴을 비교하면, BeLite 광조사기는 펄스-폭 변조를 

이용하여 작동된 반면 Elipar S10은 광을 연속적으로 방출하였다. BeLite 



 

 

 

Soft mode의 duty ratio는 1초 이내에 증가하고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37%), 이 값은 Norm mode (27%) 보다 높았다. 

Z250은 최대 열흐름 시점에 BFP보다 빠르게 도달한 반면, BFP는 

Z250보다 중합열을 더 많이 생성하였다. Elipar S10과 BeLite Soft mode는 

BeLite Norm mode에 비해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켰다. 

열전대를 이용했을 때, 모든 그룹에서의 가장 높은 최대 온도 

증가값은 와동 최상부에서 관찰되었다. 열화상 영상 분석에서 관찰된 

것과 같이 Elipar S10이 BeLite에 비해 더 높고 빠른 온도 증가를 

일으켰다. 

 

4. 결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아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의 광중합 시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복합레진의 종류와 충전 방법은 치수측 상아질의 

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광조사기의 선택이 치수측 

상아질을 포함한 와동 내부의 온도 증가량와 초기 온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 in vitro 연구의 한계 내에서 고광도의 광조사기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열발생으로 

인한 치수 손상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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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의 광중합 시 

온도 변화에 대한 열화상 분석 

 

김 민 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보존학 전공 

(지도교수 이 인 복) 

 

1. 서론 

 

치과 진료 중에 일어나는 치아에서의 열발생과 전달은 다양한 치과 재료 

및 치료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진료실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고속 

핸드피스의 사용은 마찰에 의한 열을 발생시키며 치수 내 온도 증가를 

야기한다.
1-3

 최근 많이 사용되는 심미적 수복 재료인 복합레진을 와동 

내에 충전하고 광중합할 때에도 광조사기의 방사열과 복합레진의 

중합열이 발생한다.
4-6 복합레진이 광중합될 때의 온도 증가는 광원의 

종류와 세기, 광조사 시간,
7-9

 복합레진의 성분, 복합레진의 열전달 

특성과 열용량,
10-12

 와동의 깊이, 그리고 잔존 치질의 두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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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치료 중에 발생하는 과도한 온도 상승은 치수에 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7, 13

 원숭이 치아에서 치수강 내 온도가 5.5℃ 상승할 때 

15%에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났고, 11.1℃ 증가할 때 60%의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났으며, 11.1℃ 이상의 치수강 내 온도 상승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14 반면, 11.2℃의 

온도 변화가 치수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15

 

기존의 in vitro 연구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복합레진의 광중합 동안의 

온도 상승을 thermistor,
16

 thermocouples,
17-19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20

 그리고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4, 21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thermistor와 thermocouple은 측정하는 지점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침습적이고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접촉된 

부분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와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는 주로 복합레진의 

중합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방법으로 치아와 수복재료의 

특정한 국소 지점에서의 온도 측정은 불가능하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에 접촉 없이 비침습적으로 표면 

온도의 측정이 가능하고, 2차원적인 온도 분포를 관찰할 수 있으며, 

0.1℃의 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보다 더 광범위한 부위의 온도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24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합레진에서 광중합 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연구로는 인공적인 몰드를 이용한 in vitro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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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상과 두께의 복합레진을 광조사할 때 복합레진의 색상이 

밝을수록, 그리고 복합레진의 두께가 얇을수록 더 높은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25 서로 다른 복합레진 수복 재료의 온도 상승 정도를 측정한 

경우, flowable 복합레진의 온도 증가가 가장 높았고, conventional 

복합레진,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RMGI), 콤포머, packable 복합레진 

순으로 낮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filler 함량과 특성이 온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복합레진 하방에 

상아질 디스크가 있는 경우 그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절연체로 작용하여 

온도 상승을 제한시켰다.
26

 광중합 깊이에 따른 flowable bulk fill 

복합레진의 온도 변화를 분석했을 때 와동에 인접한 주변 부위보다 

복합레진의 중앙 부위에서 더 높은 온도 증가를 관찰하였다.
27

 여러 

종류의 광조사기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halogen 광조사기를 사용했을 

경우 LED 광조사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복합레진의 온도 증가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8
 광조사기의 모드에 따라서도 복합레진의 온도 증가 

패턴이 달랐으며 standard mode보다 ramp mode에서 최고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8, 25

 사람 치아에서 시행한 in vivo 연구에서는 전치부 

복합레진을 중합할 때 표면에서 평균 5.4 ± 2.5℃의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지만, 수복 재료의 양과 광조사기 tip의 각도에 따라 1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22

 

지금까지 사람 치아의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을 중합할 때 

복합레진과 와동 주변의 잔존 상아질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발치된 사람 치아의 와동에서 전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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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과 flowable bulk fill 복합레진을 충전하는 동안 thermocouple을 

이용하여 복합레진 내부와 치수측 상아질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flowable bulk fill 복합레진을 충전했을 때 충전재 내부와 치수측 

상아질에서 온도 증가가 더 크다고 보고되었다.
28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bulk fill 복합레진은 flowable 복합레진으로 이 재료는 구치부 

수복할 때 사용이 제한적이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고점도(high 

viscosity)의 bulk fill 복합레진을 이용하여 치아 와동을 수복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적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상을 배경으로, 

복합레진을 충전할 때의 온도 변화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복합레진과 광조사 모드에 대하여 열역학적 중합거동을 

측정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같은 지점에서의 온도 변화를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치된 사람 치아의 1급 와동에서 고점도의 

전통형 복합레진 또는 bulk fill 복합레진을 충전할 때 충전 재료의 종류, 

충전 방법 및 광조사 방법이 복합레진과 주변 치질의 열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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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 및 광조사기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은 Filtek
TM

 Z250 (Z250, 3M ESPE, St. Paul, MN, 

USA)과 Filtek
TM

 Bulk fill posterior composite (BFP, 3M ESPE) 이었다(Table 1). 

제조사에 따르면 BFP은 5 mm까지 bulk filling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복합레진의 중합을 위해 LED 광조사기인 Elipar S10 (3M ESPE)과 

BeLite (B&L Biotech, Ansan, Korea)가 사용되었다. 광조사기의 광조사 

모드와 제조사에 의해 제공된 광세기는 Table 2와 같다. 

 

 

2.2. 열화상 분석법을 이용한 복합레진 수복 과정 중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측정 

 

2.2.1. 치아 시편의 준비 

 

35개의 발치된 사람 대구치를 준비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0.5% 

Chloramine-T 용액에서 보관하였다. 와동 형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교합면이 편평하도록 교두를 삭제한 후 협-설(bucco-lingual) 4 mm, 교합-

치은(occluso-gingival) 3 mm, 그리고 근-원(mesio-distal) 6 mm의 1급 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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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의 다이아몬드 버와 고속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와동과 치아의 수직 절단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치관의 근심측 1/2를 

협설 방향으로 치아 장축을 따라 CEJ 하방 3 mm 깊이로 수직 절단하고, 

근심 치근측 CEJ 3 mm 하방에서 수평으로 절단하였다(Fig. 1). 준비된 

시편의 CEJ 5 mm 하방의 치근 부위를 지름 15 mm, 높이 15 mm의 

원통형 플라스틱 실린더에 임시 수복용 레진으로 고정시킨 후 시편은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100% 습도에 보관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와동의 윤곽을 명확히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될 시편의 

수직단면을 실험 전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2.2. 열화상 실험 장치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30 ± 0.5℃ 실내온도 환경에서 열화상 

카메라(VarioCam hr head 700, InfraTec GmbH, Dresden, Germany)를 

광학금속판(optical plate) 위에 설치하고, 치아 시편의 절단된 면이 

카메라를 향하도록 하여 카메라 렌즈로부터 8 cm 떨어진 지점에 

고정시켰다. 치아 와동의 교합면으로부터 2 mm 상방에서 광조사기의 

tip을 교합면에 수직으로 비추도록 고정하였다. 시편의 근심면으로 

광조사가 직접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투명한 종이막을 45° 

각도로 와동의 근심선각에 접촉하도록 설치하였다(Fig. 2). 실험에 사용된 

열화상 카메라는 높은 공간적 해상도(640x480 pixel, pixel size 0.25 m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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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μm의 파장 영역을 가지며, 30℃에서는 0.03℃의 높은 해상도를 

갖는 microbolometer 카메라이다. 

 

2.2.3. 복합레진의 광중합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측정 

 

시편을 복합레진의 종류, 충전방법, 그리고 광조사기의 종류와 광조사 

모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Table 3). Group 1과 

Group 2는 와동에 적층법으로 복합레진을 1.5 mm씩 충전하여 Elipar 

S10으로 광중합한 그룹이며, 각각 Z250 또는 BFP를 사용하였다. Group 3, 

4, 5는 BFP를 bulk 충전하여 각각 Elipar S10, BeLite (Norm mode), BeLite 

(Soft mode)로 광중합한 그룹이다. 

준비된 시편의 와동에 제조사 지시에 따라 Single Bond Universal 

Adhesive (3M ESPE)를 20초간 rubbing motion으로 1회 도포 후 10초간 

광조사하여 열화상 카메라 앞에 고정시켰다. Adhesive가 도포된 와동에 

복합레진을 각 그룹에 따라 적층 또는 bulk로 충전하였으며, 각 층은 

각각 20초 동안 광조사하였다. 열화상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인 IRBIS 3 

professional (InfraTec GmbH)를 이용하여 광조사 시작부터 2 frames/s로 

열화상 영상을 총 100초 동안 저장하였다(n=7). 

저장된 각 frame의 영상은 20.0-50.0℃의 온도범위에서 분석하였다. 

열화상 영상에서 6개의 regions-of-interest (ROIs)를 지정하고(P1-P6) (Fig. 3), 

각 ROI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와동 내의 ROI는 

중앙의 최상부로부터 와동 내부로 0.75 mm씩 간격을 두고 5개의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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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P1-P5), 치아에서의 ROI는 와동저 중앙에서 하방 1 mm 

부위(P6)의 지점을 선택하였다. 열화상 카메라로 분석한 각 그룹의 

ROI에서의 최대 온도(Tmax), 최대 온도 증가값(ΔTmax), 그리고 ΔT=5℃ 

도달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3. 광중합기 조사광의 세기의 시간적 변화 분석 

 

각 광조사기는 digital radiometer (built-in radiometer in Ledex WL-090+ curing 

light, Dentmate Technology Co. Ltd., Taipei, Taiwan)를 이용하여 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광조사 모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Labview (National 

Instruments Co., Austin, TX, USA)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광의 출력 

패턴을 기록하였다(Fig. 4). 

 

 

2.4. 복합레진의 열역학적 중합거동의 측정 

 

복합레진을 광중합할 때 발생하는 열이 치아 와동 내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복합레진과 광원을 달리한 총 6개의 군을 

광-시차 주사 열량분석기(photo-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photo-DSC, 

DSC Q-200, TA Instruments, New Castle, DE, USA)를 이용하여 열역학적 

중합거동(thermodynamical polymerization kinetics)을 측정하였다. 복합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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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g을 알루미늄 시료팬(aluminum sample pan)에 담아 calorimeter cell에 

넣고 덮개를 연 상태에서 시료팬(sample pan)에 광조사기를 이용하여 

20초 동안 광조사하였다. 광조사하는 동안 광조사기는 시료팬 

표면으로부터 8 mm 상방에 고정시켜 시료팬에 수직으로 비추도록 

하였다. 기준팬으로는 미리 질량을 측정해 놓은 알루미늄 팬을 

사용하였다(Fig. 5). 첫 번째 광조사 후 광조사기에 의해 발생한 열을 

분리하여 측정하기 위해 광중합된 복합레진 시편을 1.5 min 간격으로 

광조사를 2회 더 시행하였다.
21, 29

 총 6분간 DSC thermogram을 얻었고, 

복합레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중합열은 첫 번째 광조사를 시행했을 때 

발생한 총 열로부터 이미 중합된 시편에 광조사를 추가로 2회 시행했을 

때 측정된 광조사기의 열량의 평균값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최대 

열흐름양(maximum heat flow)과 최대 열흐름 시간(peak heat flow time) 또한 

DSC thermogram으로부터 구하여 측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n=3). 

 

 

2.5. 열전대(Thermocouple)를 이용한 복합레진 중합과정  

중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측정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ROIs 중 P1, P3, P5, P6에 열전대를 삽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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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치아 시편의 준비 

 

15개의 발치된 사람 대구치를 준비하여 2.2.1.과 동일한 방법으로 1급 

와동을 형성한 후 단면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플라스틱 실린더에 

고정하였다. 열전대(thermocouple)를 2.2.3.에서 관찰한 지점(ROIs) 중 P1, 

P3, P5, P6에 위치시키기 위해 치아의 협면 및 설면에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교합면, 교합면으로부터 1.5 mm 하방, 와동저, 그리고 

와동저로부터 1 mm 하방에 교합면과 평행한 삽입로를 형성하였다(Fig. 6). 

열전대(K-type, 0.3 mm in diameter)를 P1, P3, P5, P6에 위치시키고 flowable 

복합레진(Denfil Flow, Vericom Co. Ltd., Chuncheon, Korea)으로 고정하였다.  

 

2.5.2. 복합레진의 광중합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의 측정 

 

형성된 와동에 Z250 또는 BFP를 실험 2.2의 열화상 분석과 같이 다섯 

그룹(Table 3)으로 나누어 적층(1.5 mm x 2 layer) 또는 bulk로 충전하고, 

Elipar S10 또는 BeLite로 광조사하여 광중합이 일어나는 동안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n=3). 광조사 전 baseline을 20초 동안 얻은 후 각 

layer를 20초간 광조사하여 총 100초동안 온도변화를 기록하였다. 

광조사기의 tip은 와동 상방으로부터 2 mm 거리에 위치시켰다. 열전대를 

thermocouple conditioner (AD8495, Adafruit Industries, New York, NY, USA)를 

거쳐 data acquisition board (DAQ PCI6014, National Instruments)와 LabView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30 ± 0.5℃ 실내온도 환경에서 200초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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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룹의 열전대로 측정한 부위에서 최대 온도(Tmax), 최대 온도 

증가값(ΔTmax), 그리고 T=Δ5℃ 도달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6. 통계 분석 

 

열화상 카메라 및 열전대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충전 재료, 충전 

방법을 달리한 그룹 간에는 독립표본 t-test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고, 

광조사기의 종류와 조사 모드를 달리한 그룹 간에는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하였다. 각 그룹에서 ROI간에는 일원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hoto-DSC로부터 얻은 결과는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결과는 다중비교분석(Tukey’s post hoc test)을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SPSS version 23.0, SPSS Inc., Chicago, IL, USA) 

(α=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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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복합레진 수복 과정 동안의 열화상 분석 

 

시간에 따른 대표적인 열화상 영상(Group 3)을 Fig. 7에 나타냈다. 

전체적인 이차원적 온도 분포를 관찰했을 때, 5초 경과 시 P2에서 

국소적으로 최대온도가 45℃를 넘어서는 급격한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10초 경과했을 때 와동 내부에서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영역이 

넓어졌으며, 15-20초에는 와동 측면을 넘어선 부위까지 42℃ 정도의 온도 

분포가 관찰되었다. 와동저 하방으로는 42℃ 이상의 온도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치수강 내에서는 40℃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지 

않았다. 광조사가 끝나는 20초 이후에 와동 내부에서 급격한 온도 

감소가 관찰된 반면, 와동 외부에서 상승한 온도는 광조사기가 꺼진 

20초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였다. 각 그룹의 시간에 따른 ROI에서 온도 

변화를 나타낸 대표적인 그래프를 Fig. 8에 나타냈다. 그룹 내에서 

광중합이 일어나는 동안 기록된 온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최대 온도로 

정하였으며, 평균 최대 온도(Tmax) 및 평균 최대 온도 증가값(ΔTmax)을 

각각 Table 4, 5에 정리하였다. 또한 각 ROI의 ΔT=5℃ 도달 시간(s)을 

Table 6에 나타냈다. 

 

 

 



 

13 

3.1.1. 재료의 차이가 열화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수복 재료의 종류에 따른 열화상 분석은 Group 1 (Z250)과 Group 2 (BFP) 

사이에 시행되었다(Fig. 8a-d, Fig. 9a,b, Table 4-6). 모든 ROI에서 복합레진 

종류에 따른 최대 온도 증가값에는 차이가 없었다(p>0.05). 복합레진 

내부인 P2-P4에서는 유사한 최대 온도가 관찰되었으며, 그 값은 42-

44℃로 와동 상부의 온도(P1, 38-4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와동저인 

P5에서의 최대 온도는 40-41℃였으며, 10-11℃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치수에 가까운 상아질 지점인 P6에서의 최대 온도는 38-39℃로, 온도 

증가는 8-9℃정도 일어났다(p>0.05). 온도가 증가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ΔT=5℃ 도달 시간은 모든 ROI에서 Z250이 BFP보다 더 짧았다(p<0.05) 

(Table 6). 

 

3.1.2. 충전 방법이 열화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충전 방법에 따른 열화상 분석은 Group 2 (incremental filling)와 Group 3 

(bulk filling) 사이에 시행되었다(Fig. 8c-e, Fig. 9c,d, Table 4-6). P2와 P3에서 

Group 3의 최대온도는 Group 2보다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p<0.05). 

Group 3의 가장 높은 온도 증가가 관찰된 지점은 P2였으며, 이 

지점에서의 최대 온도는 47.0 ± 1.4℃로 관찰되었다. 와동저인 P5와 치수 

부근의 P6에서의 최대 온도(P5, 40-41℃; P6, 38-39℃)와 최대 온도 



 

14 

증가값(P5, 10-11℃; P6, 8-9℃)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ΔT=5℃ 도달 시간은 적층충전시에 P4와 P5에서 더 짧았다(Table 6). 

 

3.1.3. 광조사 모드가 열화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광조사 방법에 따른 열화상 분석은 Group 3 (Elipar S10), 4 (BeLite Norm), 5 

(BeLite Soft) 사이에 시행하였다(Fig. 8e-g, Fig. 9e,f, Table 4-6). Elipar S10을 

사용했을 때 BeLite를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가장 높은 최대 온도가 나타난 지점은 P2로 Group 3 (47.0 ± 

1.4℃)가 Group 4 (43.5 ± 0.9℃)와 Group 5 (44.5 ± 2.3℃)보다 큰 값이 

관찰되었다(p<0.05). P5와 P6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은 Group 3에서 각각 

10.8 ± 1.6℃와 8.6 ± 1.1℃로 Group 4 (각각 8.9 ± 0.9℃, 6.8 ± 0.9℃)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p=0.002). ΔT=5℃ 도달 시간은 Elipar S10을 사용했을 

때가 BeLite Norm을 사용했을 때보다 P1-P4 지점에서 짧았다(Table 6). 

 

 

3.2. 광조사기의 광의 세기 및 출력 패턴 

 

각 광조사기의 출력을 radi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Elipar S10과 

BeLite Norm 및 Soft mode의 광의 세기는 각각 1,240 mW/cm
2
, 700 mW/cm

2
, 

1,000 mW/cm
2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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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par S10의 광출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어 광이 

연속적(continuous)으로 방출되는 것을 나타냈다(Fig. 10). 반면 BeLite는 

짧은 주기로 전원을 켜고 끄는 방식인 펄스-폭 변조(pulse-width 

modulation)을 이용하여 전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빛의 방출이 

intermittent한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Norm mode에서는 광조사기를 켠 

순간부터 일정한 펄스 폭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Fig. 11), Soft 

mode에서는 0-1초까지 펄스의 폭이 증가하여 duty cycle이 

증가하였으며(Fig. 12a-b), 그 이후 펄스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패턴을 보였다(Fig. 12c). Norm mode와 Soft mode의 전원이 꺼진 시간에 

대한 전원이 켜진 시간의 비인 duty ratio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Soft 

mode의 경우 0-1초까지 duty ratio가 증가하였고 이후에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었다. 1초 이후 측정된 값의 크기는 Soft mode (37%)가 Norm mode 

(27%)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Fig. 13). 

 

 

3.3. 복합레진의 열역학적 중합거동 

 

DSC thermogram의 대표적인 양상은 Fig. 14와 같다. 복합레진을 세 가지 

광조사 모드로 광중합하여 DCS thermogram을 얻은 후 총 heat flow에서 

광조사기에 의한 열을 차감하여 각각의 복합레진의 시간에 따른 heat 

flow를 얻었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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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레진을 광중합 할 때 발생하는 중합열(heat of cure)은 복합레진과 

광조사 모드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었으며(p=0.004), 복합레진을 중합할 

때 Elipar S10 또는 BeLite Soft mode로 광조사할 때가 Norm mode를 

사용할 때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합레진에 따른 중합열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BFP의 중합열이 Z250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Table 7, Fig. 

15, 16a). 

최대 열흐름양(maximum heat flow) 또한 복합레진과 광조사 모드 

사이에 교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p=0.011), 복합레진을 중합할 때 BeLite 

Soft, Elipar S10, BeLite Norm 순으로 값이 낮아졌다. 복합레진 사이에는 

값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7, Fig. 15, 16b).  

최대 열흐름 시간(peak heat flow time)은 복합레진과 광조사 모드 

사이에 교호작용이 없었으며(p=0.278), 모든 광조사기에 대하여 Z250은 

BFP보다 유의하게 빠르게 최대 열흐름 지점에 도달하였다. Elipar S10과 

BeLite Soft mode를 사용할 때 BeLite Norm mode를 사용할 때보다 최대 

열흐름 시간이 유의하게 짧았다(Table 7, Fig. 15, 16c). 

중합된 복합레진을 다시 광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열을 복합레진과 

광조사기 별로 관찰하였다(Fig. 17). 이원분산분석 결과, 복합레진과 

광조사 모드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었으며(p=0.021), Elipar S10 또는 BeLite 

Soft mode를 사용했을 경우 BeLite Norm보다 더 많은 열이 측정되었다.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서는 Z250에서 측정된 열이 BFP에서 측정된 

열보다 유의하게 높게 관찰되었다(p<0.001) (Table 8, Fi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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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합레진의 수복과정 중 열전대(thermocouple)를  

이용한 온도 변화의 측정 

 

복합레진 충전 후 광조사할 때 열전대로 측정한 실시간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Fig. 19에 나타냈다. 평균 최대 온도(Tmax) 및 평균 최대 

온도 증가값(ΔTmax)을 각각 Table 9와 Table 10에 정리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P1에서의 평균 최대 온도 또는 평균 최대 온도 증가값이 가장 

높았고, 치수측으로 이동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1>P3>P5>P6, 

p<0.05). 또한 각 ROI의 ΔT=5℃ 도달 시간(s)을 Table 11에 나타냈다. 

 

3.4.1. 재료의 차이가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수복 재료의 종류에 따른 온도 변화의 분석은 Group 1 (Z250)과 Group 2 

(BFP) 사이에 시행되었다(Fig. 19a-d, Fig. 20a,b, Table 9-11). P1과 P3에서의 

온도 증가는 Z250이 BFP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일어났다. 가장 높은 

온도는 P1에서 측정되었으며, Group 1에서 24.4 ± 0.9℃, Group 2에서는 22.4 

± 0.6℃의 최대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P5와 P6에서는 그룹간 값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P5에서의 최대 온도는 45-46℃로 

관찰되어 15-16℃의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고, P6에서는 최대 온도가 36-

38℃로 관찰되어 6-8℃의 증가가 일어났다(그룹간 p>0.05). P1, P3, P5, 

P6에서 ΔT=5℃ 도달시간은 Z250과 BFP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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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충전 방법이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충전 방법에 따른 온도 변화의 분석은 Group 2 (incremental layering)와 

Group 3 (bulk filling) 사이에 시행되었다(Fig. 19c-e. Fig. 20c,d, Table 9-11). 

최대 온도 증가값은 P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bulk 

충전시(26.5 ± 2.0℃)가 적층충전시(22.4 ± 0.6℃)에 비해 높이 

증가하였다(p<0.05). P5와 P6에서는 그룹간 값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와동저인 P5에서 최대 14-16℃ 증가하여 최대 온도는 44-

46℃로 관찰되었고(그룹간 p>0.05), P6에서는 최대 6-7℃ 증가하여 최대 

온도가 36-37℃로 측정되었다(그룹간 p>0.05).  

 

3.4.3. 광조사 모드가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광조사 방법에 따른 온도 변화의 분석은 Group 3 (Elipar S10), 4 (BeLite 

Norm), 5 (BeLite Soft) 사이에 시행하였다(Fig. 19e-g. Fig. 20e,f, Table 9-11). 

Elipar S10을 사용했을 때 BeLite를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증가가 관찰되었다(P1, P5, P6에서 p<0.05). P3에서 Elipar S10은 

BeLite Norm보다 온도 증가가 유의하게 많이 일어났으나, BeLite Soft와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BeLite를 사용했을 때 P6에서 ΔT=5℃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ROI에서 ΔT=5℃ 도달시간은 Elipar S10을 

사용했을 때가 BeLite Norm 또는 Soft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짧았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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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안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치된 사람 치아에 복합레진을 충전하고 

광조사할 때 그 단면을 관찰하면, 실시간으로 시공간적인 열의 흐름과 

온도 분포의 변화를 육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레진의 종류, 충전 방법, 그리고 광조사 모드가 와동 

내부 및 치수강 부근의 상아질의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20초 동안 광조사했을 때 온도 증가는 

수복재가 충전된 와동에 국한된 부위뿐만 아니라 치관 전체 및 

치수강까지 온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때 전달된 

열이 소멸되는 데에도 100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열화상 분석으로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했을 때 

와동 내의 복합레진(P1-P5) 및 와동 하방의 상아질(P6)의 최대 온도 

증가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이러한 결과는 

복합레진의 열역학적 중합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광중합 

복합레진의 온도 증가는 중합 과정 중의 재료의 발열반응과 

광조사기로부터 전달된 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
 BFP는 Z250보다 

유의하게 큰 중합열을 발생시키지만(Table 7), 광조사기에 의해 발생한 

열은 BFP를 광조사했을 때가 Z250을 광조사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낮게 

측정되었다(Table 8). 복합레진을 구성하는 성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여 Z250 또는 BFP를 광조사할 때 발생하는 

열로 인해 증가하는 온도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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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복합레진의 중합열을 측정한 연구에서 필러의 함량(%)과 

중합열 사이에 역관계가 보고되었다.
20

 중합열은 복합레진의 methacrylate 

monomer의 C=C 이중결합이 중합반응에 의해 C-C 단일결합으로 전환될 

때 엔탈피(ΔH)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한 것으로, 필러의 

함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복합레진의 기질의 양이 많아져 중합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합레진의 필러 함량은 

BFP (76.5 wt%, 58.4 vol%)가 Z250 (82 wt%, 60 vol%)보다 적기 때문에 

중합열이 더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BFP는 최대 5 mm 

깊이까지 광중합시키고, 중합 수축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methacrylate monomer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AFM (addition-

fragmentation monomer)은 인접한 polymer chain 사이에 cross-link를 형성할 

수 있어 중합열 발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DSC를 

이용한 중합열의 측정 결과와 일치한다(Table 7). 

동일한 광조사기에서 발생한 열이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 photo-

DSC에서 다르게 측정된 이유는 경화된 복합레진의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열확산도는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 0.151-0.636 mm
2
/s의 다양한 값으로 측정되었고, 복합레진의 

성분 중 quartz나 silicon nitride/silica 성분의 필러를 함유한 복합레진에서 

가장 높은 열확산도가 관찰된 반면, 방사성 불투과도를 증가시키는 

barium이나 strontium glass를 포함하는 재료는 낮은 열확산도를 

나타냈다.
12

 본 연구에 사용된 Z250과 BFP 사이에도 필러의 함량뿐 

아니라 필러의 종류에 차이가 있다. 복합레진의 방사성 불투과도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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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번호를 갖는 원소를 많이 함유할수록 증가하는데, BFP는 방사성 

불투과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agglomerate 100 nm Ytterbium triflouride (YbF3) 

particle이 첨가되어있다. Ytterbium은 원자번호 70으로 Barium (Z=56)이나 

Yttrium (Z=39)보다 높은 원자번호를 가지며, 가장 높은 방사선 

불투과도를 제공하기 때문에30
 같은 광조사기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더라도 필러 성분이 zirconia/silica 입자로만 구성된 Z250이 

BFP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DSC 

thermogram에서 중합된 복합레진에 추가로 광중합하여 얻어진 광조사에 

의한 열이 Z250이 BFP보다 더 큰 결과를 보인 결과로 뒷받침된다(Table 

8). 

열화상 영상에서 초기 온도 증가 속도를 분석했을 때, 두 가지 

재료에 대한 ΔT=5℃ 도달 시간은 Z250이 BFP보다 유의하게 빨랐으며, 

이 결과는 DSC thermogram으로 측정된 결과로 뒷받침되었다. Photo-

DSC로부터 얻은 복합레진의 최대 열흐름 시간과 최대 열흐름량은 

중합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 가지 광조사 모드를 사용했을 때 

모두 Z250의 최대 열흐름 시간이 BFP보다 짧았으며, 이로써 Z250의 

중합 속도가 BFP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Z250을 BeLite 

Soft mode로 광조사할 때의 최대 열흐름 시간이 가장 짧고 최대 

열흐름량이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어 중합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었다(Table 7). 

충전 방법의 차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Group 2 vs. 3) 

bulk 충전시 와동의 최상부(P1)보다는 복합레진 내부의 P2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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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은 최대 온도 증가값이 관찰되었으며, P2와 P3에서 bulk 

충전할 때의 최대 온도 증가값이 적층충전할 때보다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 복합레진의 발열반응은 레진 기질의 양과 C=C 이중결합이 

C-C 단일결합으로 전환되는 비율(degree of conversion)과 양에 

비례하므로26
 상대적으로 레진 기질이 풍부한 bulk 충전에서 열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수강 내 온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인 P5와 P6의 최대 온도 증가값은 두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빛은 복합레진을 통과할수록 산란되기 때문에 

광의 세기는 복합레진을 통과하는 동안 약화된다.
25, 31

 그러므로, bulk 

충전시 많은 양의 레진 기질이 중합되어 와동 내의 높은 온도 증가를 

일으키지만, 와동이 깊어질수록 복합레진을 투과하는 광의 세기는 

줄어들어 와동저에 도달하는 광의 복사열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야기하여, P5와 P6에서 충전 방법에 따른 온도 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광조사 모드에 따른 온도 변화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Elipar S10 사용시 BeLite Norm mode를 사용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최대 온도 증가값이 관찰되었다. ΔT=5℃에 이르는 시간은 

Elipar S10이 P1-P4에서 BeLite Norm mode보다 빠르게 도달했다. 즉, 

광조사 모드가 온도 증가량과 와동 내의 초기 온도 증가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Elipar S10이 BeLite Norm 

mode 보다 중합열을 많이 발생시키고(Table 7), 광조사기에서 전달되는 

복사열 또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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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조사기의 광출력의 패턴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Elipar S10은 연속적으로 광이 출력된 반면, BeLite의 Norm과 Soft 

mode는 두 가지 모두 펄스-폭 변조에 의하여 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펄스-폭 변조는 LED 출력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펄스-폭 변조로 작동되는 고출력 LED는 높은 광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고출력 LED에 비해 낮은 온도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32

 본 

연구에서도 복합레진을 충전한 이후 광조사를 했을 때, 광의 세기가 더 

크고 연속적으로 광이 출력되는 Elipar S10이 상대적으로 광의 세기가 

작고 펄스-폭 변조로 작동되는 BeLite Soft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증가를 야기하였다(Table 4, 5). 

BeLite Soft mode는 제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의 세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광의 세기가 서서히 증가한다는 제조사의 

설명과는 달리 0에서 1초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1초 이후에서 Soft 

mode는 Norm mode보다 오히려 duty ratio가 더 큰 높은 광의 세기에 

도달하여 복합레진을 중합할 때 조사하는 20초 동안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에너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BeLite Norm 또는 Soft mode로 

광조사시 광원에 의해 발생한 열을 측정했을 때, Z250과 BFP 모두 Soft 

mode가 Norm mode보다 유의하게 많은 열을 발생시켜 광의 세기가 

클수록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8). 한편, soft 

start curing의 개념은 중합 반응시 gelation time을 지연시켜 

중합수축응력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33

 ΔT=5℃ 도달 시간을 

비교했을 때 Soft mode와 Norm mode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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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합수축응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BeLite의 경우 Soft mode에서 

최대 출력에 이르는 시간을 더 크게 늦추거나, 최대 광의 세기를 Norm 

mode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온도를 분석했을 때, P1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에 비해 그 하방인 P2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이 유의하게 

높았다(모든 Group에서 p<0.05). Teflon mold에 형성한 2급 와동에서 bulk 

충전된 flowable 복합레진을 광조사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 변화를 

관찰한 이전의 연구도27
 광조사기에 가까운 표면보다 인접한 부위의 

온도가 더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열전대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를 측정했을 때에는 P1에서 가장 높은 

최대 온도 증가값이 관찰되었고(p<0.05), 이 현상은 Kim 등의 연구28, 34
 

에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ulk 충전된 BFP를 

Elipar S10으로 광조사시 열전대를 이용했을 때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보다 표면(P1)에서 약 15℃ 높게 관찰되었고, 와동 

내부(P3)와 와동저(P5)에서는 약 3℃ 높게 관찰된 반면, 와동저 하방 

상아질(P6)에서는 약 2℃ 낮게 측정되었다. BeLite로 광조사시 표면은 약 

7-10℃ 높게 관찰되었고 와동 내부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했을 때와 열전대를 이용했을 때 와동 표면에서 

상이한 결과가 얻어진 이유는 열전대를 이용할 경우에 1급 와동의 

측면이 모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광의 세기가 가장 높고, 

광중합이 이루어질 때 표면에서 손실되는 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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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충전된 복합레진 층이 외부로 노출되어야 하며, 광조사시에 

상부와 전면의 외부로 열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어 실제 임상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열화상 분석으로 얻은 결과를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전대로 측정한 결과를 

참고하여 와동 및 치아에서 일어난 온도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BFP는 구치부에 bulk 충전할 수 있도록 새로 

개발된 고점도 복합레진이다. BFP는 깊은 부위까지 광중합이 될 수 

있도록 레진 기질에 포함된 성분 중 중합 반응을 더욱 효율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광중합이 일어날 때 

전통형 복합레진에 비해 더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BFP는 중합열은 크지만 광조사기로부터 방출된 열을 

전달하는 효율은 Z250보다 낮아 결국 Z250과 비슷한 정도의 온도 

증가를 일으켰으며, 이 결과로부터 광중합시 치아 내부로 일어나는 열 

전달 측면에서 Z250와 BFP는 서로 비슷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BFP를 bulk 충전할 때에는 적층충전에 비해 와동 내부의 온도 증가를 

더 많이 일으켰지만, 와동저 및 치수와 가까운 상아질에서의 온도 

증가의 차이는 없어 bulk 충전방법 자체가 적층충전에 비하여 치수측에 

온도에 의한 손상을 더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BFP를 bulk 

충전할 때 사용한 광조사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Elipar S10이 BeLite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켰으며, 와동 내의 초기 온도 또한 더욱 

빠르게 증가시켜 광조사기의 광의 세기가 복합레진 내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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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와 가까운 상아질에서의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동저로부터 치수측으로 1 mm 떨어진 

지점(P6)에서의 최대 온도 증가값이 6.8-9.1℃로 관찰되었다. 비가역성 

치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치수강내 온도 증가의 임계값을 5.5℃로 

보고되고 있다.
14 만약 복합레진 충전을 위해 와동을 치수로부터 1 mm 

이내의 범위에 형성한다면, 복합레진 중합 과정 중 치수강 상부에서 5.5℃ 

이상의 온도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력이 있는 

치아에서는 치수내 미세혈액순환으로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Rabb의 조직학적 연구에 의하면 치수혈류 속도는 33-42℃ 범위의 온도 

증가가 일어났을 때에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42℃ 이상의 온도, 즉 

치수 내 5.5℃ 이상 증가했을 때, 치수혈류 속도 또한 증가하여 치수 내 

미세순환을 촉진한다.
35

 이 때 증가한 치수혈류는 온도상승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실제 사람 치아에서 치수 내 온도 증가의 평가 

및 온도 증가에 따른 치수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 치수혈류를 모사한 상태에서 

복합레진 수복 시 일어나는 온도 변화를 열화상 분석법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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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합레진 광중합 동안의 2차원적 열적 분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었다. Bulk 충전용 고점도 구치부 

복합레진인 BFP가 치아 내부에 일으킬 수 있는 열적 효과는 전통형 

고점도 복합레진인 Z250과 비슷하며, bulk 충전을 시행하더라도 

치수측으로 열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적층충전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광조사기의 선택이 치수측 상아질을 포함한 와동 내부의 

온도 증가량와 초기 온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 in vitro 연구의 

한계 내에서 고광도의 광조사기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열발생으로 인한 치수 손상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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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and Figures 

 

Table 1. Composites used in this study 

Bis-GMA, Bisphenol-A-diglycidyl ether dimethacrylate; Bis-EMA, Bisphenol-A-polyethylene glycol diether dimethacrylate; UDMA, Urethane 

dimethacrylate; AUDMA, Aromatic urethane dimethacrylate; AFM, Additional fragment monomers; DDDMA, 1, 12-Dodecanediol dimethacrylate; YbF3, 

Ytterbium trifluoride 

Composite 

(Code) 

Type Composition Filler Shade Manufacturer 

Filtek
TM

 Z250 

(Z250) 

Micro-hybrid 

Conventional 

Universal 

BisGMA 

BisEMA 

UDMA 

82 wt% (60 vol%)  

Zirconia/silica (average 0.6 μm) 

A2 3M ESPE,  

St. Paul, 

MN, USA 

Filtek
TM

 Bulk 

Fill Posterior 

(BFP) 

Nano-hybrid 

Bulk Fill 

Posterior 

AUDMA 

AFM 

UDMA 

DDDMA 

76.5 wt% (58.4 vol%) 

Non-aggregated zirconia /silica, 

Aggregated zirconia/silica cluster 

filler, YbF3 filler (agglomerated, 

100 nm) 

A2 3M ES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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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ght curing units used in the study 

 

Table 3. Five experimental groups with varying composites, layering methods, and 

curing protocols 

Group Composite Layering Method Light Curing Unit  

(Curing Mode) 

1 Z250 Incremental 

(1.5 mm x 2 layers,  

24 mm
3 
each) 

Elipar S10 (Continuous) 

2 BFP Incremental Elipar S10 (Continuous) 

3 BFP Bulk (3.0 mm, 48 mm
3
) Elipar S10 (Continuous) 

4 BFP Bulk BeLite (Norm) 

5 BFP Bulk BeLite (Soft) 

 

Light Curing 

Unit 

Emission 

Mode 

Irradiance 

(mW/cm
2
) 

Manufacturer 

Elipar S10 Continuous 1200 (-10/+20%) 3M ESPE,  

St. Paul, MN, USA 

BeLite Norm 800 (±10%) B&L Biotech,  

Ansan, Korea 

Soft 0 to 1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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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maximum temperatures, Tmax (℃) measured using a thermal camera during composite curing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Group ROI 

 P1 P2 P3 P4 P5 P6 

Tmax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38.8 (0.5)
 b, CD

 43.4 (1.2)
 a, A

 42.4 (0.8)
 a, A

 42.1 (0.7)
 a, AB

 40.4 (1.2)
 a, BC

 38.2 (1.1)
 a, D

 

Group 2 39.8 (0.6)
 a, C

 43.2 (1.7)
 a, A

 42.9 (1.0)
 a, AB

 42.8 (1.2)
 a, AB

 40.6 (1.5)
 a, BC

 38.5 (1.9)
 a, C

 

Tmax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39.8 (0.6)
 b, C

 43.2 (1.7)
 b, A

 42.9 (1.0)
 b, AB

 42.8 (1.2)
 a, AB

 40.6 (1.5)
 a, BC

 38.5 (1.9)
 a, C

 

Group 3 41.1 (1.9)
 a, C

 47.0 (1.4)
 a, A

 45.8 (1.4)
 a, AB

 43.5 (1.4)
 a, B

 41.0 (1.5)
 a, CD

 38.7 (1.0)
 a, D

 

Tmax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41.1 (1.9)
 a, C

 47.0 (1.4)
 a, A

 45.8 (1.4)
 a, AB

 43.5 (1.4)
 a, B

 41.0 (1.5)
 a, CD

 38.7 (1.0)
 a, D

 

Group 4 38.8 (0.9)
 b, C

 43.5 (0.9)
 b, A

 42.6 (0.9)
 b, A

 40.7 (0.9)
 b, B

 38.1 (0.9)
 b, C

 35.8 (1.0)
 b, D

 

Group 5 39.6 (1.5)
 ab, BC

 44.5 (2.3)
 b, A

 43.5 (2.2)
 b, A

 41.6 (1.9)
 ab, AB

 39.1 (1.5)
 b, BC

 37.0 (1.4)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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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maximum temperature rises, ΔTmax (℃) measured using a thermal camera during composite curing 

Group ROI 

 P1 P2 P3 P4 P5 P6 

ΔTmax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9.3 (0.7) 
a, C

 13.7 (1.1)
 a, A

 13.3 (0.9)
 a, A

 12.9 (0.5)
 a, AB 

11.2 (0.8) 
a, B

 9.1 (1.0)
 a, C

 

Group 2 9.6 (0.5)
 a, BC

 13.0 (1.5)
 a, A

 13.0 (0.7)
 a, A

 12.8 (0.8)
 a, A

 10.7 (1.0)
 a, B

 8.6 (1.5)
 a, C

 

ΔTmax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9.6 (0.5)
 a, BC

 13.0 (1.5)
 b, A

 13.0 (0.7)
 b, A

 12.8 (0.8)
 a, A

 10.7 (1.0)
 a, B

 8.6 (1.5)
 a, C

 

Group 3 11.0 (1.8)
 a, BC

 16.8 (1.3)
 a, A

 15.5 (1.3)
 a, A

 13.1 (1.3)
 a, B

 10.8 (1.6)
 a, C

 8.6 (1.1)
 a, D

 

ΔTmax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11.0 (1.8)
 a, BC

 16.8 (1.3)
 b, A

 15.5 (1.3)
 a, A

 13.1 (1.3)
 a, B

 10.8 (1.6)
 a, C

 8.6 (1.1)
 a, D

 

Group 4 9.4 (0.9)
 a, C

 14.1 (0.7)
 a, A

 13.3 (0.7)
 b, A

 11.4 (0.8)
 a, B

 8.9 (0.9)
 b, C

 6.8 (0.9)
 b, D

 

Group 5 9.6 (1.6)
 a, BC

 14.5 (2.4)
 a, A

 13.5 (2.1)
 ab, A

 11.6 (1.9)
 a, AB

 9.2 (1.5)
 ab, BC

 7.3 (1.4)
 ab, C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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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imes (s) to reach ΔT=5℃ during light curing of composites 

Group ROI 

 P1 P2 P3 P4 P5 P6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1.3 (0.2)
 b, BC

 0.9 (0.1)
b, C

 1.0 (0.2)
 b, C

   1.1 (0.2)
 b, BC

 1.6 (0.2)
 b, B

 4.9 (0.6)
 b, A

 

Group 2 1.9 (0.5)
 a, B

 1.5 (0.4)
 a, B

 1.7 (0.2)
 a, B

 1.8 (0.2)
 a, B

 2.6 (0.5)
 a, B

 6.9 (2.0)
 a, A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1.9 (0.5)
 a, B

 1.5 (0.4)
 a, B

 1.7 (0.2)
 a, B

 1.8 (0.2)
 b, B

 2.6 (0.5)
 b, B

 6.9 (2.0) 
a, A

 

Group 3 1.9 (0.3)
 a, C

 1.7 (0.3)
 a, C

 1.9 (0.3)
 a, C

 2.5 (0.3)
 a, BC

 3.8 (0.8) 
a, B

 8.0 (2.6)
 a, A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1.9 (0.3)
 b, C

 1.7 (0.3)
 b, C

 1.9 (0.3)
 b, C

 2.5 (0.3)
 b, BC

 3.8 (0.8)
 a, B

 8.0 (2.6)
 a, A

 

Group 4 3.0 (0.5)
 a, C

 2.4 (0.4)
 a, C

 2.8 (0.5)
 a, C

 3.5 (0.5)
 a, BC

 5.2 (0.8)
 a, B

 10.9 (3.1)
 a, A

 

Group 5 3.0 (1.1)
 a, BC

 2.3 (0.6)
 ab, C

 2.7 (0.7)
 a, C

 3.4 (1.0)
 ab, BC

 5.1 (1.9)
 a, B

 8.9 (2.0)
 a, A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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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eat of cure (J/g), maximum heat flow (W/g) and peak heat flow time (s) of composites 

Light Curing  Heat of Cure Maximum Heat Flow Peak Heat Flow Time 

Unit Z250 BFP Z250 BFP Z250 BFP 

Elipar S10 23.44 (0.41)
 a, B

 29.68 (0.24)
 a, A

 1.61 (0.03)
 b, A

 1.65 (0.07)
 b, A

 3.3 (0.3)
 b, B

 4.7 (0.6)
 b, A

 

BeLite (Norm) 21.38 (1.08)
 b, B

 25.60 (1.23)
 b, A

 1.39 (0.20)
 c, A

 1.40 (0.12)
 c, A

 3.8 (0.3)
 a, B

 5.7 (0.2)
 a, A

 

BeLite (Soft) 24.19 (0.34)
 a, B

 26.38 (1.07)
 a, A

 2.06 (0.01)
 a, A

 1.70 (0.09)
 a, A

 3.1 (0.2)
 b, B

 5.2 (0.6)
 b, A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ight curing units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posites within each measurement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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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Heat (J) produced by light exposure 

Light Curing Unit Heat Produced 

 Z250 BFP 

Elipar S10 1.96 (0.03)
 a, A

 1.72 (0.01)
 a, B

 

BeLite (Norm) 1.41 (0.07)
 b, A

 1.24 (0.04)
 b, B

 

BeLite (Soft) 2.03 (0.08) 
a, A

 1.73 (0.05)
 a, B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light curing units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mposites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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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ean maximum temperatures, Tmax (℃) measured using thermocouples 

during composite curing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Group ROI 

 P1 P3 P5 P6 

Tmax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54.5 (0.9)
 a, A

 51.8 (1.3)
 a, A

 45.5 (1.2)
 a, B

 37.9 (2.2)
 a, C

 

Group 2 52.3 (0.7)
 b, A

 48.7 (1.0)
 b, B

 45.8 (1.3)
 a, C

 36.6 (0.4)
 a, D

 

Tmax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52.3 (0.7)
 b, A

 48.7 (1.0)
 a, B

 45.8 (1.3)
 a, C

 36.6 (0.4)
 a, D

 

Group 3 56.5 (2.1)
 a, A

 49.4 (3.1)
 a, B

 44.2 (0.7)
 a, C

 36.3 (0.5)
 a, D

 

Tmax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56.5 (2.1)
 a, A

 49.4 (3.1)
 a, B

 44.2 (0.7)
 a, C

 36.3 (0.5)
 a, D

 

Group 4 46.1 (0.7)
 b, A

 42.6 (0.4)
 b, B

 39.0 (0.2)
 b, C

 34.7 (0.4)
 b, D

 

Group 5 49.1 (0.1)
 b, A

 44.5 (0.4)
 ab, B

 39.9 (0.2)
 b, C

 34.8 (0.3)
 b, D

 



 

41 

Table 10. Mean maximum temperatures rises, ΔTmax (℃) measured using 

thermocouples during composite curing 

Group ROI 

 P1 P3 P5 P6 

ΔTmax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24.4 (0.9)
 a, A

 21.7 (1.2)
 a, A

 15.5 (1.1)
 a, B

 8.0 (2.2)
 a, C

 

Group 2 22.4 (0.6)
 b, A

 18.8 (1.0)
 b, B

 15.9 (1.3)
 a, C

 6.7 (0.4)
 a, D

 

ΔTmax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22.4 (0.6)
 b, A

 18.8 (1.0)
 a, B

 15.9 (1.3)
 a, C

 6.7 (0.4)
 a, D

 

Group 3 26.5 (2.0)
 a, A

 19.5 (3.1)
 a, B

 14.2 (0.6)
 a, C

 6.4 (0.5)
 a, D

 

ΔTmax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26.5 (2.0)
 a, A

 19.5 (3.1)
 a, B

 14.2 (0.6)
 a, C

 6.4 (0.5)
 a, D

 

Group 4 16.1 (0.6)
 b, A

 12.6 (0.5)
 b, B

 9.2 (0.2)
 b, C

 4.8 (0.2)
 b, D

 

Group 5 18.9 (0.1)
 b, A

 14.7 (0.6)
 ab, B

 10.0 (0.3)
 b, C

 4.8 (0.3)
 b, D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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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imes (s) to reach ΔT=5℃ during light curing of composites (measured 

using thermocouples) 

Group ROI 

 P1 P3 P5 P6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1 and Group 2 

Group 1 0.8 (0.1)
 a, B

 0.8 (0.1)
 a, B

 1.3 (0.1)
 a, B

 11.1 (6.2)
 a, A

 

Group 2 1.0 (0.1)
 a, B

 1.2 (0.4)
 a, B

 1.5 (0.3)
 a ,B

 15.2 (2.2)
 a, A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2 and Group 3 

Group 2 1.0 (0.1)
 a, B

 1.2 (0.4)
 a, B

 1.5 (0.3)
 b, B

 15.2 (2.2)
 a, A

 

Group 3 0.8 (0.1)
 a, B

 1.4 (0.1)
 a, B

 2.6 (0.0)
 a, B

 16.4 (1.7)
 a, A

 

Times to reach ΔT=5℃ in Group 3, Group 4, and Group 5 

Group 3 0.8 (0.1)
 b, B

 1.4 (0.1)
 b, B

 2.6 (0.0)
 b, B

 16.4 (1.7)
 A

 

Group 4 1.4 (0.1)
 a, C

 2.2 (0.2)
 a, B

 4.4 (0.3)
 a, A

 N/A 

Group 5 1.4 (0.1)
 a, B

 2.2 (0.2)
 a, B

 4.2 (0.5)
 a, A

 N/A 

Different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comparison (within the column, p < 0.05) 

Different superscript upper-cas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OIs (within the row,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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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epared tooth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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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for the temperature measurement with a thermal 

imaging camera. (A) Thermal imaging camera, (B) Prepared tooth 

specimen, (C) Radiation shield, and (D) Curing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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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s-of-interest (ROIs): P1, top center of the cavity; P2, 0.75 mm 

apical from P1; P3, middle center of the cavity (1.5 mm apical from P1); 

P4, 0.75 mm coronal from cavity base; P5, center of the cavity floor; P6, 

1 mm apical from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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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recording the irradiance pattern as a function of 

time of the light curing unit. 

 

 

 

 

 

Fig. 5. Schematic diagram of the photo-DSC cell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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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hematic diagram of prepared tooth specimen showing the cavity design 

and the location of thermocouples. P1, top center of the cavity; P3, middle 

center of the cavity; P5, center of the cavity floor; P6, 1 mm apical from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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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ries of representative infrared thermograms of a tooth specimen from 

Group 3 at 1 s, 5 s, 10 s, 15 s, 20 s. 25 s, 30 s, 35 s, 40 s, 50 s, 70 s, and 

100 s after initiating light curing. The outline of the tooth and prepared 

cavity were superimposed on the therm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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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presentative curves of temperature change as a function of time 

measured with thermal camera during light curing. Photo-curing of (a) 

first layer and (b) second layer of Z250 using Elipar S10 in Group 1, (c) 

first layer and (d) second layer of BFP using Elipar S10 in Group 2, (e) 

bulk filling of BFP using Elipar S10 in Group 3, (f) bulk filling of BFP 

using BeLite (Norm mode) in Group 4, and (g) bulk filling of BFP using 

BeLite (Soft mode) in Grou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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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maximum temperatures, Tmax (a, c, e) and mean maximum temperature rises, ΔTmax (b, d, f) of the specimens measured with 

thermal camera during light curing with different composites (a, b), layering methods (c, d), and curing modes (e, f). Z, Z250; B, 

BFP; S10, Elipar S10; BN, BeLite (Norm mode); BS, BeLite (Sof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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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ve intensity of Elipar S10 as a function of time. 

 

 

 

Fig. 11. Relative intensity of BeLite as a function of time at Norm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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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lative intensity of BeLite as a function of time at Soft mode (a) at 

initial, (b) 0.6 s, and (c) 5 s. 

 

 

Fig. 13. Duty ratios in PWM (Pulse-Width Modulation) of BeLite set at Norm or 

Sof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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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presentative photo-DSC thermogram obtained during photocuring 

Z250 using Elipar S10. (A) Overall heat produced from the first light 

exposure during the composite curing, (B and C) Heat produced from 

two successive light exposures on cured composite. 

 

 

 

 

 

 

 

 

 



 

59 

Fig. 15. Heat flow curves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polymerization of Z250 or 

BFP with three different curing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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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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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Heat of cure (J/g), (b) maximum heat flow (W/g), and (c) peak heat 

flow time (s) of Z250 and BFP when cured with three different light 

curing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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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adiation heat flow curves by three different light curing modes on 

polymerized Z250 or BFP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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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Heat (J) produced by light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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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presentative curves of temperature change as a function of time 

measured with thermocouples during light curing. Photo-curing of (a) 

first layer and (b) second layer of Z250 using Elipar S10 in Group 1, (c) 

first layer and (d) second layer of BFP using Elipar S10 in Group 2, (e) 

bulk filling of BFP using Elipar S10 in Group 3, (f) bulk filling of BFP 

using BeLite (Norm mode) in Group 4, and (g) bulk filling of BFP 

using BeLite (Soft mode) in Grou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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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ean maximum temperatures, Tmax (a, c, e) and mean maximum temperature rises, ΔTmax (b, d, f) of the specimens measured with 

thermocouples during light curing with different composites (a, b), layering methods (c, d), and curing modes (e, f). Z, Z250; B, 

BFP; S10, Elipar S10; BN, BeLite (Norm mode); BS, BeLite (Sof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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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ographic analysis of the 

temperature change of photo-cured 

composites in tooth cavity 

 

Min-Jung Kim, DDS, M.S.D 

Program in Conservative Dentistry 

Department of D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In-Bog Lee, D.D.S, M.S.D, Ph.D.)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mperature rise in 

the composite and dentin of a class I cavity in extracted human molars when 

restored with high-viscosity conventional or bulk-fill composites using 

different layering methods and light curing modes. 

 

Methods. Class I cavities were prepared on thirty-five extracted human 

molars and vertically sectioned resulting in exposure of the mesial side of 

cavity. Cavities were restored with one of the following protocols: Group 1, 

two horizontal incremental layers of Filtek Z250 (Z250, 3M ESPE)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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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d with Elipar S10 (3M ESPE); Group 2, two horizontal incremental 

layers of Filtek Bulk Fill Posterior (BFP, 3M ESPE) were cured with Elipar 

S10; Group 3, bulk filling of BFP was cured with Elipar S10; Group 4, bulk 

filling of BFP was cured with BeLite (B&L Biotech) Norm mode; Group 5, 

bulk filling of BFP was cured with BeLite Soft mode (n=7). Each 

incremental layer or bulk filled material was light cured for 20 s. 

Thermograms of the specimens during light curing were recorded for 100 s 

using an infrared thermal camera (VarioCamhr head 700, InfraTec GmbH). 

Temperature changes on the composite and dentin surfaces were obtained at 

incremental distances of 0.75 mm from top of the cavity to the pulp. The 

light intensity and the emission pattern of the two LED light curing units 

were measured. The polymerization kinetics of Z250 and BFP were 

determined using photo-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photo-DSC) 

(n=3). Class I cavities were prepared on fifteen extracted human molars for 

thermocouple measurements, which were restored with the same protocols 

used in thermal imaging method (n=3).  

 

Results. The 2D thermal distributions on the cross sections of the teeth were 

observed over time. A rapid temperature increase occurred within the cavity 

during the light curing period. The highest temperature rises were observed 

0.75 mm apical from the top of the cavity: 13.7 ± 1.1℃ (Group 1), 13.0 ± 

1.5℃ (Group 2), 16.8 ± 1.3℃ (Group 3), 14.1 ± 0.7℃ (Group 4), and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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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Group 5). At the floor of the cavity, the maximum temperature 

rises were 11.2 ± 0.8℃ (Group 1), 10.7 ± 1.0℃ (Group 2), 10.8 ± 1.6℃ 

(Group 3), 8.9 ± 0.9℃ (Group 4), and 9.2 ± 1.5℃ (Group 5). In the dentin 

1 mm beneath the cavity base, the maximum temperature increases were 9.1 

± 1.0℃ (Group 1), 8.6 ± 1.5℃ (Group 2), 8.6 ± 1.1℃ (Group 3), 6.8 ± 0.9℃ 

(Group 4), and 7.3 ± 1.4℃ (Group 5). Z250 reached ΔT=5℃ faster than 

BFP,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maximum temperature 

rises between the two composites in any regions-of-interest (ROI). Bulk 

filling showed higher temperature rises than incremental filling at the 

regions of 0.75 mm apical from the top and in the middle of the cavity. 

Elipar S10 caused faster temperature increases inside the cavity and higher 

maximum temperature rises in all ROIs compared to BeLite. 

BeLite curing unit was operated by pulse-width modulation, whereas 

Elipar S10 emitted light continuously. Duty ratio of BeLite Soft mode 

increased within initial 1 second and maintained at higher level (37%) than 

Norm mode (27%).  

Z250 reached maximum heat flow faster than BFP, while BFP produced 

more heat on curing than Z250. Elipar S10 and BeLite Soft mode generated 

more heat than BeLite Norm mode (p<0.05). 

With thermocouples, the highest maximum temperature rises were 

observed at the top of the cavity in all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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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analysis, Elipar S10 showed higher and faster temperature rises 

compared to BeLite. 

 

Conclusion. Real-time thermographic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omposite type and layering method did not influence on the temperature 

rise at the pulpal side of dentin during composite restoration in tooth cavity. 

The amount and the initial rate of temperature increases were most affected 

by light curing units.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in vitro study, high-

intensity curing lights can induce relatively high thermal transfer,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pulpal damage. 

 

 

                                                                        

Keywords: Bulk fill, Composite, Infrared thermal camera, Maximum 

temperature rise, Photo-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hermocouple 

Student Number: 2014-3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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