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치의과학박사학위논문

치아 와동 내에서 복합레진의 광중합 시
온도 변화에 대한 열화상 분석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과학과 치과보존학 전공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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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lk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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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Bulk fill, 복합레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최대 온도 증가, 광시차 주사 열량계,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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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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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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였다.

그러나

thermistor와

thermocouple은

21

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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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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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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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레진을

열적 분석은 전무한 상태이다.

충전할

때의

온도

변화를

열화상

이상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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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 및 광조사기

연구에 사용된 복합레진은 FiltekTM Z250 (Z250, 3M ESPE, St. Paul, MN,
USA)과 Filtek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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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합치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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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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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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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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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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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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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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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2, 700 mW/cm2,
1,000 mW/cm2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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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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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시(26.5

증가값은
±

P1에서만

2.0℃)가

유의한

차이가

적층충전시(22.4

±

관찰되었으며,

0.6℃)에

비해

bulk
높이

증가하였다(p<0.05). P5와 P6에서는 그룹간 값의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와동저인 P5에서 최대 14-16℃ 증가하여 최대 온도는 444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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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acrylate

광중합시키고,
monomer를

중합

수축을

포함하고

완화시키기

있으며,

그

중

위해
AFM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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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DSC에서 다르게 측정된 이유는 경화된 복합레진의 열확산도(thermal
diffusivity)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열확산도는 복합레진의
종류에 따라 0.151-0.636 mm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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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투과도를

높은

제공하기

원자번호를
때문에30

가지며,

같은

가장

높은

광조사기에서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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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DS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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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

convers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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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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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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6. 참고문헌

[1] Cavalcanti BN, Otani C, Rode SM. High-Speed Cavity Preparation
Techniques with Different Water Flows.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2002;87:158-61.
[2] Cavalcanti BN, Lage-Marques JL, Rode SM. Pulpal Temperature Increases
with Er:Yag Laser and High-Speed Handpieces.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2003;90:447-51.
[3] Ozturk B, Usumez A, Ozturk AN, Ozer F. In Vitro Assessment of
Temperature Change in the Pulp Chamber During Cavity Preparation.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2004;91:436-40.
[4] McCabe JF. Cure Performance of Light-Activated Composites by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Dental Materials 1985;1:231-4.
[5] Lloyd CH, Joshi A, McGlynn E. Temperature Rises Produced by Light
Sources and Composites During Curing. Dental Materials 1986;2:170-4.
[6] Masutani S, Setcos JC, Schnell RJ, Phillips RW. Temperature Rise During
Polymerization of Visible Light-Activated Composite Resins. Dental
Materials 1988;4:174-8.
[7] Hannig M, Bott B. In-Vitro Pulp Chamber Temperature Rise During
Composite Resin Polymerization with Various Light-Curing Sources.
Dental Materials 1999;15:275-81.

28

[8] Uhl A, Mills RW, Jandt KD. Polymerization and Light-Induced Heat of
Dental Composites Cured with Led and Halogen Technology. Biomaterials
2003;24:1809-20.
[9] Goodis HE, White JM, Andrews J, Watanabe LG. Measurement of
Temperature Generated by Visible-Light-Cure Lamps in an in Vitro Model.
Dental Materials 1989;5:230-4.
[10] Knezevic A, Tarle Z, Meniga A, Sutalo J, Pichler G, Ristic M. Degree of
Conversion and Temperature Rise During Polymerization of Composite
Resin Samples with Blue Diodes.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2001;28:586-91.
[11] Shortall AC, Harrington E. Temperature Rise During Polymerization of
Light-Activated Resin Composites.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1998;25:908-13.
[12] Watts DC, McAndrew R, Lloyd CH. Thermal Diffusivity of Composite
Restorative Materials. Journal of Dental Research 1987;66:1576-8.
[13] Jakubinek MB, O'Neill C, Felix C, Price RB, White MA. Temperature
Excursions at the Pulp-Dentin Junction During the Curing of LightActivated Dental Restorations. Dental Materials 2008;24:1468-76.
[14] Zach L, Cohen G. Pulp Response to Externally Applied Heat. Oral Surgery,
Oral Medicine, and Oral Pathology 1965;19:515-30.

29

[15] Baldissara P, Catapano S, Scotti R. Clinical and Histological Evaluation of
Thermal Injury Thresholds in Human Teeth: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1997;24:791-801.
[16] Stewardson DA, Shortall AC, Harrington E, Lumley PJ. Thermal Changes
and Cure Depths Associated with a High Intensity Light Activation Unit.
Journal of Dentistry 2004;32:643-51.
[17] Emami N, Soderholm KJ, Berglund LA. Effect of Light Power Density
Variations on Bulk Curing Properties of Dental Composites. Journal of
Dentistry 2003;31:189-96.
[18] Kleverlaan CJ, de Gee AJ. Curing Efficiency and Heat Generation of
Various Resin Composites Cured with High-Intensity Halogen Lights.
European Journal of Oral Sciences 2004;112:84-8.
[19] Asmussen E, Peutzfeldt A. Temperature Rise Induced by Some Light
Emitting Diode and Quartz-Tungsten-Halogen Cur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ral Sciences 2005;113:96-8.
[20] Vaidyanathan J, Vaidyanathan TK. Computer-Controlle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f Dental Composites.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1991;38:319-25.
[21]

Vaidyanathan

J,

Vaidyanathan

TK,

Wang

Y,

Viswanadhan

T.

Thermoanalytical Characterization of Visible Light Cure Dental Composites.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1992;19:49-64.

30

[22] Hussey DL, Biagioni PA, Lamey PJ. Thermographic Measurement of
Temperature Change During Resin Composite Polymerization in Vivo.
Journal of Dentistry 1995;23:267-71.
[23] Vollmer M, Möllmann K-P. Infrared Thermal Imaging: Fundamentals,
Research and Applications. Fundamentals of Infrared Thermal Imaging,
Weinheim:Wiley-VCH Verlag GmbH & Co; 2010: p.1-5.
[24] 정용택. 적외선 센서의 원리와 응용: 인포더북스; 2012.
[25] Al-Qudah AA, Mitchell CA, Biagioni PA, Hussey DL. Effect of Composite
Shade, Increment Thickness and Curing Light on Temperature Rise During
Photocuring. Journal of Dentistry 2007;35:238-45.
[26] Al-Qudah AA, Mitchell CA, Biagioni PA, Hussey DL. Thermographic
Investigation of Contemporary Resin-Containing Dental Materials. Journal
of Dentistry 2005;33:593-602.
[27] Chang HS, Cho KJ, Park SJ, Lee BN, Hwang YC, Oh WM, et al. Thermal
Analysis of Bulk Filled Composite Resin Polymerization Using Various
Light Curing Modes According to the Curing Depth and Approximation to
the Cavity Wall. Journal of Applied Oral Science 2013;21:293-9.
[28] Kim RJ, Son SA, Hwang JY, Lee IB, Seo DG. Comparison of
Photopolymerization Temperature Increases in Internal and External
Positions of Composite and Tooth Cavities in Real Time: Incremental
Fillings of Microhybrid Composite Vs. Bulk Filling of Bulk Fill Composite.
Journal of Dentistry 2015;43:1093-8.
31

[29] Lee IB, Um CM. Thermal Analysis on the Cure Speed of Dual Cured Resin
Cements under Porcelain Inlays.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
2001;28:186-97.
[30] Lachowski KM, Botta SB, Lascala CA, Matos AB, Sobral MA. Study of the
Radio-Opacity of Base and Liner Dental Materials Using a Digital
Radiography System. Dento maxillo Facial Radiology 2013;42:20120153.
[31] Arikawa H, Fujii K, Kanie T, Inoue K. Light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of Light-Cured Composite Resins. Dental Materials 1998;14:405-11.
[32] Huang TK, Hung CC, Tsai CC. Reducing, by Pulse Width Modulation, the
Curing Temperature of a Prototype High-Power Led Light Curing Unit.
Dental Materials Journal 2006;25:309-15.
[33] Ernst CP, Brand N, Frommator U, Rippin G, Willershausen B. Reduction of
Polymerization Shrinkage Stress and Marginal Microleakage Using SoftStart Polymerization. Journal of Esthetic and Restorative Dentistry
2003;15:93-103; discussion 4.
[34] Kim RJ, Lee IB, Yoo JY, Park SJ, Kim SY, Yi YA, et al. Real-time analysis
of temperature changes in composite increments and pulp chamber during
photopolymerization.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2015;2015:923808.
[35] Raab WH. Temperature Related Changes in Pulpal Microcirculation.
Proceedings of the Finnish Dental Society 1992;88 Suppl 1:469-79.

32

Tables and Figures

Table 1. Composites used in this study
Composite

Type

Composition

Filler

Shade

Manufacturer

FiltekTM Z250

Micro-hybrid

BisGMA

82 wt% (60 vol%)

A2

3M ESPE,

(Z250)

Conventional

BisEMA

Zirconia/silica (average 0.6 μm)

Universal

UDMA

FiltekTM Bulk

Nano-hybrid

AUDMA

76.5 wt% (58.4 vol%)

Fill Posterior

Bulk Fill

AFM

Non-aggregated zirconia /silica,

(BFP)

Posterior

UDMA

Aggregated zirconia/silica cluster

DDDMA

filler, YbF3 filler (agglomerated,

(Code)

St. Paul,
MN, USA
A2

3M ESPE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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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Table 2. Light curing units used in the study
Light Curing

Emission

Irradiance

Unit

Mode

(mW/cm2)

Elipar S10

Continuous

1200 (-10/+20%)

Manufacturer

3M ESPE,
St. Paul, MN, USA

BeLite

Norm

800 (±10%)

B&L Biotech,
Ansan, Korea

Soft

0 to 12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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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par S10 (Continuous)

(1.5 mm x 2 layers,
24 mm3 each)
2

BFP

Incremental

Elipar S10 (Continuous)

3

BFP

Bulk (3.0 mm, 48 mm3)

Elipar S10 (Continuous)

4

BFP

Bulk

BeLite (Norm)

5

BFP

Bulk

BeLite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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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maximum temperatures, Tmax (℃) measured using a thermal camera during composite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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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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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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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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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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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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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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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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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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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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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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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