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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심미수복재료 연마과정에
서 얻어지는 표면 거칠기가 표면 색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하는 열순환시 심미수복재료별 거칠기에 따른
색변화 경향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3 종의 임상적으로 쓰이는 심미수복재료를 사용하여 재료별로 20
개의 시편을 acrylic mold와 mylar strip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Filtek Z250TM, Denfil flow; Shade A2)(Fuji Ⅱ LC; Shade 22). 중
합하여 얻은 시편은 재료별로 각각 20개를 서로 다른 거칠기에 따
라 5개씩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600-grit, 1000-grit, 1500-grit, 대

조군) 4개의 군 중 Mylar strip 제거 후 아무런 표면 연마도 시행하
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나머지 군의 경우 연마 도구로는
600-grit, 1000-grit, 1500- grit 사포를 사용하였는데, 최종 연마 사
포의 거칠기에 따라 600-grit, 1000-grit, 1500-grit군으로 나누었다.
시편들은 5 ℃와 55℃, 증류수 상에서 열순환을 2,000번 시행하였다.
각 시편의 CIE L*a*b*값은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여 열순환 전
후 측정하였다. 색차(ΔE*)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해 구하였다.
Δ

3.

E*= [(L1*-L0* ) 2 + (a1*-a0* ) 2 + (b1*-b0* ) 2] 1/2

연구 결과

1) 재료에 관계없이, L* 값은 표면 거칠기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재료 군에서 대조군과 1500-grit
군 간에 L*값이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a*값은 Z250과 Denfil flow의 경우는 표면 거칠기에 따라
특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FujiⅡLC의 경우만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 b*값은 Denfil flow를 제외하고, 대체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 열순환 후 모든 재료 군에서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ΔE*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ujiⅡLC의 경우 600-grit 실험군이
가장 큰 ΔE* 값을 가졌다. ΔE* 증가정도는 FujiⅡLC>Denfil
flow>Z250 순이다.

4.

결론

표면 거칠기 차이가 심미수복재료의 표면 색상에 영향을 미치고
열순환 시 심미수복재료의 거칠기가 클수록 색 변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미수복시 연마과정은 색 표현 및 색 안정
성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

.

………………………………………………………………………
주요어 : 심미, 색상, 안정성, 거칠기, 열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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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심미적인 수복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합레진 수복
은 우수한 심미성, 허용 가능한 범위의 수명,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게 되었다.
5급 와동의 수복 재료는 복합레진,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컴포머 등이 있다. 심미성이 중요한
5급 와동의 경우 치아 색과 가깝게 수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부 5급 와동의 경우 환자들의 심미적 만족감을 위해
복합레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5급 와동 충전의 경우, 적절한 외형 형성, 매트릭스의 적용,
치은쪽과 인접면 부위 접근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복
후 적절한 마무리 및 연마 과정이 필요하다.1)
복합레진을 이용한 와동수복 시 매트릭스를 사용하였을 때 수복물
표면이 가장 평활하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였다.1)-4)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매트릭스만으로 적절한 외형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마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한 매트릭스를 덮은
상태에서 중합된 표면은 레진 결합제가 풍부하고 마모저항성이
낮으며 기포를 포함하고 있고3),5), 레진 결합제가 중합 수축 중인
복합레진 분자의 자유로운 재배열을 방해하여 생기는 strain 때문에
변색에 취약하다.6) 또한 매트릭스로 형성된 표면에 많은 양으로
존재하는 레진 결합제가 수분을 흡수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변색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7)
따라서 임상에서는 와동을 약간 과잉 충전한 후 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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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재료를 제거하여 더욱 단단하고 마모저항성이 높으며,
심미적으로 안정된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연마 및 마무리 과정을
복합레진 수복에 있어 중요하다.
하지만 연마 및 마무리 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복합레진 충전물의
표면이 거칠게 되면, 환자의 구강 내 불편감, 치태 침착 가속화로
인한 치은염 등 유발, 색조와 형태 등의 부적절한 재현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5)
또한 연마 과정에서 적절한 표면 거칠기를 얻었더라도 환자의
구강상태, 구강 관리 습관에 따라 다시 거친 표면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수복물 표면의 색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구강
환경에 노출된 수복물의 수분 흡수, 색소 침착에 따른 착색과 변색
등으로 색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5급 와동
수복시 널리 쓰이는 심미수복재료를 대상으로 연마정도에 따라
표면 거칠기 정도를 측정해보고, 재료의 표면 색상이 표면 거칠기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구강환경을
재현하는 열순환 처리 시 거칠기에 따라 색변화 경향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는 표면 거칠기에 따른 색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2
종의 A2 shade 광중합 복합레진과 1종의 화학중합 글래스아이오노머를 사용하였다.(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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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편제작
거칠기에 따른 색상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편은 색상 측정시
배경 색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직경 8mm, 두께 5mm acrylic
mold를 놓고 각 재료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적층 충전하면서
광중합하고 가장 윗 층 충전의 경우 각 재료를 주입하고 윗면에
다시 Mylar strip과 cover glass를 위치시킨 후 압접, 여분의 재료를
제거한 후 광중합 하였다.
중합하여 얻은 시편은 재료별로 각각 20개의 시편을 5개씩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4개의 군 중 mylar strip 제거 후 아무런 표면
연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연마 도구로는
600-grit, 1000-grit, 1500- grit 사포(Tamiya finishing abrasives,
Tamiya Inc., Shizuoka, Japan)를 사용하였다. 시편들은 한쪽 면을
주수 하에 각각 600-grit, 1000-grit, 1500-grit 사포로 연마하는데
이때 최종 연마 후 각 부분이 일정한 두께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포면에 10회씩 회전하면서 연마하였다. 각 군별로 최종
연마 사포의 거칠기에 따라, 600-grit, 1000-grit, 1500-grit군으로
나누었다.(Table 3.)

2. 표면 거칠기 측정
연마된 시편은 실온의 증류수에 보관하였고, 거칠기 측정 전에 24
시간동안 실온에서 건조하였다. 시편의 표면 거칠기는 공초점 레이
- 3 -

저주사 현미경(LSM 5 Pascal, Axiovert 200M, Carl Zeiss
MicroImaging GmbH /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33 nm
의 빛을 방사하는 multi-argon laser를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 거칠
기(단위:μm)를 측정하였다. Ra value는 컴퓨터에 의해 계산된 mean
line으로부터 표면 거칠기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평균값으로, 본 연구
에서는 시편 당 Ra value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채택하였다.

3. 색상 측정 (열순환 전후)
색상 측정을 위해 Macro Spectar MS-75 렌즈(Photo Research,
Chatsworth, CA, USA) 가 부착된 spectoradiometer( PR-670,
SpectraScan, Photo Research)를 이용하였다. spectroradiometer는
시편으로부터 355mm 떨어진 곳에 고정하였고, 측정 영역이 시편의
중심부를 통과하도록 위치를 조절하였다.
어두운 구강 내 배경색상을 재현하고자 검은색 타일(L*=10.38, a*=
5.87 b*=0.90, CM-A101W,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을 시편 뒤에 위치시켜 색상을 측정했다.
색상 측정 시 빛을 차단하는 덮개로 외부의 빛을 차단하였고,
측정 시작 전에 백색 타일을 이용하여 spectroradiometer reference
값을 지정했다.
각 시편의 CIE L*a*b* 값을 측정하였다. CIE L*a*b* 표색계에서
L*값은 명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0은 완전한 검은색(completely
black), 100은 완전한 백색(completely white)을 나타낸다. a*는
적색(양의 값)에서 녹색(음의 값), b*는 황색(양의 값)에서 청색(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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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채도 좌표계를 나타낸다.8)
열순환 전후, 동일한 방법으로 L*a*b*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L*a*b*값을 통해 열순환 전후 색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각
군에서 전후 색차(ΔE*)를 아래의 공식을 이용해 구하였다.
E*= [(L1*-L0* ) 2 + (a1*-a0* ) 2 + (b1*-b0* ) 2] 1/2

Δ

4. 열순환 처리
열순환 기계로 수조의 온도를 5 ℃와 55℃, 수중 침적시간 30초,
계류시간 10초로 설정하여 증류수 상에서 열순환을 2,000번
시행하였다. 열순환을 시행한 후 열순환 전후 색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시편의 색상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환경을 재현하기 위하여 5 ℃와 55℃에서
열순환을 2000번 시행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열순환
조건으로, 치아의 인접면에 소형 온도계를 부착한 후 구강 내에서
나타나는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13.7℃에서 52.8℃로 나온
연구결과9)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온도 범위라고 할 수 있다.

5. 통계처리
수복재료와 연마기구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차이를 보기 위해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다. 열순환 전후 재료별로 거칠기에
따라 색상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two-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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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실험 결과
1. 표면 거칠기 측정
수복재료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비교한 결과, Denfil flow은
실험군 모두에서 표면 거칠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FujiⅡLC은
대조군, 실험군 모두에서 가장 표면 거칠기가 높게 나타났다.
대조군인 Mylar strip 군이 세 가지 수복재료 모두에서 가장 평활한
표면을 나타내었다.(Table 4., Figure 1.,2.)

2. 표면 거칠기에 따른 색상측정
spctrorad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 표면 거칠기에 따른 각
시편의 L*a*b*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5.과 같다. (Figure
3-5.)
측정된 L*값은 모든 재료에서 표면 거칠기가 가장 큰 600-grit
군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표면 거칠기가 작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재료 군에서 Mylar군과
1500-grit군 간에는 L*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a*값은 Z250과 Denfil flow의 경우는 표면 거칠기에 따른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FujiⅡLC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p<0.05) b*값은 Z25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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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ⅡLC의 경우 대체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Denfil flow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Z250의 경우 L*값은 대조군인 Mylar 군이 600-grit 군,
1000-grit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1000-grit 군부터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유의성 있게 L*값도 증가하였다. a*값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b*값은 대조군인 Mylar 군과
600-grit, 1000-grit 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
Denfil flow의 경우 L*값은 600-grit 군과 나머지 군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나머지 a*,b*값은 Denfil
flow에서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ujiⅡLC의 경우 L*값은 600-grit 군과 나머지 군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a*값은 1500-grit 군부터 거칠기가
감소할수록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값은
대조군인 Mylar 군이 나머지 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열순환 전후 색상변화
열순환 처리 후 표면 거칠기에 따른 각 재료별 색 변화(ΔE*)는
Table 6. Fig 6. 같다.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 실험군
모두에서 열순환 후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ΔE*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글래스-아이오노머 실험군 중 600-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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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이 가장 큰 ΔE* 값을 가졌다.
각 재료별 표면 거칠기에 따른 색 변화를 살펴보면, Z250의 경우
대조군인 Mylar 군이 나머지 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Denfil flow와 FujiⅡLC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 있게 ΔE*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FujiⅡLC가 가장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고찰
본 연구에서는 심미수복재료의 표면 거칠기 정도가 색상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연마정도에 따라 거칠기 정도를 측정해보고,
복합레진의 표면 색상이 복합레진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또한 구강 내의 다양한
환경변화가 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구강환경을 재현하는 열순환 처리 시 거칠기에 따라 색변화 경향
차이를 확인해보았다.
심미 수복물의 연마 및 마무리 과정에서 수복재의 표면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데, 크게 연마기구와 수복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10)-12)
이 전의 많은 연구에서 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오노머를
비교했을 때 매트릭스 적합한 표면이든 다양한 기구를 이용한
연마과정을 거쳤든 복합레진이 글래스-아이오노머 보다 평활하다고
보고하였다.2),13)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거칠기를 가지는 사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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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하였을 때 모든 경우 FujiⅡLC는 Z250에 비해 더 거친 표면을
나타내었다.
복합레진 간의 비교를 해보면 대조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에서
Z250보다 Denfil flow가 표면 거칠기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Denfil flow가 Z250에 비해 필러함량이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인지하는 물체의 색상은 물체의 구조, 구성성분, 표면상태,
광원 등 다양한 외부조건에 의해 결정되는데, 심미수복에 있어서는
연마 및 마무리 과정에 따라 결정되는 표면 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면 색상을 측정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들은 시편의 색상
측정에 접촉 측정 장치(contact measuremen device, I.e
spectrophotometer, colorimeter)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pectroradiometer를 이용하였다.14) 접촉측정장치는 반투명 재료의
색상 측정시 edge-loss effect14)로 인하여 어둡게 측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15)16) 그에 비해 spectroradiometrer와 같은 비접촉
측정장치(non-contact measurement device)는 외부 광원, 측정 장비
및 피사체 사이에 조리개가 위치하지 않아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므로17)18) 피사체의 색상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 L*값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4) 본 연구에서도 모든 군에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
L*값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이는 수복물의 표면이 거칠수록
밝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조군인 Mylar군이 모든 재료
군에서 가장 낮은 L*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Mylar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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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grit군 간에는 L*값은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1500-grit 이상의 고운 입자를 가지는 기구로 연마한 것이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a*값의 측정결과를 통해, FujiⅡLC는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greenish 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측정된 b*값에
따르면, Z250과 FujiⅡLC의 경우 대체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yellowing 한 양상을 띤다.
구강 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수복물들은 수분, 온도
변화, pH 등 다양한 외인성 요인들에 의해 성질이 변화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 ΔE*값이 열순환 후 모든 재료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복재료가 물을 흡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글래스-아이오노머는 구강 내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물을 흡수하여 흡습팽창이 지속된다. 따라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물성변화가 일어나며 색 안정성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9) 본 연구에서도 열순환 전후 색변화가
글래스-아이노머가 콤포짓트 레진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 50%의 치과의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색차가
(ΔE*)는 2.6 정도라고 하였다.20)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글래스
아이오노머인 FujiⅡLC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큰 600-grit,
1000-grit 군에서 2.6ΔEunit 보다 큰 값(4.251±0.372c, 2.947±0.141b)을
가지는 데 비해 콤포짓트 레진인 Z250, Denfil flow의 경우 Z250은
모든 군에서, Denfil flow는 600-grit 군을 제외하고 색차가 2.6ΔEunit
보다 낮았다. (Table 6.) 이는 Martin 등21)에 따르면 글래스아이노머가 수분 조건하에서 물을 흡수하여 물성의 변화가
나타나며, 물을 흡수하는 정도가 콤포짓트 레진에 비해 큰 것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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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콤포짓트 레진이 글래스아이오노머에 비해 색 안정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복물의 변색은 외인성 요인뿐 아니라 재료 자체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된다. 기질과 무기질 필러(filler) 가 수복재료 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22) 또한 무기질 필러의 종류나 함량도
수복재료의 색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23) 필러의
양이 적을수록 레진의 중합수축 정도가 크고, 미세 누출 정도도
크다. 미세 누출 정도가 클수록 물성변화나 변색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 쓰인 콤포짓트 레진의 필러함량은 Z250이 78
wt%, Denfil-Flow이 60wt%이다. 기질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Bis-GMA와 같이 곁사슬에 hydroxyl 기와 같은 친수성기를
갖는 단량체는 흡수성이 높고, 그에 비해 친수성기가 없는 단량체는
내수성을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Bis-GMA의 높은 점도를 희석하기
위해 첨가하는 TEGDMA와 같은 저점도의 단량체는 수분의 흡수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4)25) 따라서 소수성
기질을 갖는 수복재료일수록 수분 흡수가 적기 때문에 색상
안정성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Denfil flow가 Z250와 비교했을 때 색 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Z250은 Denfil flow와 비교했을 때
Bis-GMA, TEGDMA를 공통으로 가지고, 추가적으로 UDMA,
Bis-EMA를 가지는데 Bis-EMA는 Bis-EMA는 hydroxyl기가
치환되어 Bis-GMA보다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고 UDMA는
Bis-GMA보다 분자량이 작다. 따라서 Z250이 필러 함량이 더 크고,
기질의 특성으로 인한 낮은 흡수성의 특징 때문에 Denfil flow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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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색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재료에서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색상 변화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표면적이 넓고 기질-필러 사이의
계면으로 물이 침투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 색상 변화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Two-way anova test 결과, 재료별로 거칠기에
따른 색상 변화 정도가 다르다고 나왔으며, FujiⅡLC가 색상 변화에
있어 거칠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나타났다.

Ⅴ. 결론
1. L*값은 모든 재료에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모든 재료 군에서 대조군이 Mylar군과
1500-grit군 간에 L*값이 유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a*값은 Z250과 Denfil flow의 경우는 표면 거칠기에 따라
특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FujiⅡLC의 경우만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 b*값은 Z250과 FujiⅡLC의 경우 대체로 표면 거칠기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Denfil flow는 별 다른
양상을 띠지 않았다.
4. 열순환 후 모든 재료 군에서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ΔE*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글래스-아이오노머 실험군 중 600-grit
실험군이 가장 큰 ΔE* 값을 가졌다. ΔE* 증가정도는
FujiⅡLC>Denfil flow>Z25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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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e resins used in study
Brand Shade Matrix filler type
Name
Bis-GMA Zirconia
Filtek
TEGDMA /silica
TM
Z250
A2 UDMA (0.01
BisEMA -3.5 µm)
Microfilled
Ba
glass/silica
Denfil- A2 Bis-GMA (0.01Flow
TEGDMA 2.5µm)
Microfiled

filler
weight Manufacturer
(%)
3M ESPE
(St. Paul,
78
MN
U.S.A)
60

Table 2. Glass ionomer used in study
Brand shade
Type
Component
Name
fluoroaluminium
GC Fuji 2
resinsilicate
glass
22 shade modified
glass,
ionomer
glass ionomer polyacrylic
acid,
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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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om
(Anyang)

Manufacturer
GC
Corporation,
Tokyo,
Japan

Table 3. Polishing sequence(Divided in four groups)
연마정도
Control(Mylar) 초기 상태
600-grit 600-grit 사포 연마
1000-grit 600-grit, 1000-grit 순서로 사포 연마
1000-grit, 1500-grit 순서로 사포 연
1500-grit 600-grit,
마

Table 4. Surface roughness values(Ra) (mean±SD, ㎛)
Z250
Denfil flow FujiⅡLC
600-grit
0.724±0.061 0.669±0.042 0.923±0.090
1000-grit
0.488±0.051 0.446±0.017 0.638±0.050
1500-grit
0.396±0.031 0.367±0.026 0.575±0.040
Control(Mylar) 0.061±0.004 0.073±0.004 0.19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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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a*b*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mean±SD)
Z250
Denfil flow
FujiⅡLC
L* 73.678±1.921c 77.322±1.009b 78.484±1.718b
600-grit a* 0.524±0.218 1.881±0.424 1.644±0.307b
b* 17.639±0.845a 11.087±1.073 12.722±2.016a
L* 70.718±0.944b 76.487±1.619a,b 76.811±1.223a,b
1000-grit a* 0.301±0.871 1.484±0.679 1.537±0.314b
b* 17.841±1.530a 11.178±1.490 12.147±0.969a
L* 68.783±1.623a,b 75.518±0.888a 74.098±1.959a
1500-grit a* 0.481±0.594 1.761±0.104 0.765±0.354a
b* 19.744±0.770a,b 13.471±0.576 14.781±1.199a
L* 67.721±0.742a 73.973±1.779a 74.345±0.413a
control a* 0.425±0.605 1.906±0.144 0.646±0.215a
(Mylar) b* 23.125±1.655b 13.142±1.522 17.566±0.879b
*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among different surface roughness of same material.

Table 6. ΔE*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after thermocycling (mean±SD)
ΔE*
z250
Denfil flow
FujiⅡLC
600-grit 2.339±0.098b
3.969±0.481c
4.251±0.372c
1000-grit 2.287±0.186b
2.279±0.334b
2.947±0.141b
1500-grit 1.958±0.198b 1.629±0.232a,b 1.652±0.256a
Control( 1.487±0.263a
a
a
1.338±0.165
1.204
±0.182
Mylar)
* Values with same superscrip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among different surface roughness of sam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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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rface roughness values(Ra)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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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Mylar)

Figure 2. Confocal images of different materials with different
surface roughness; a. Z250:600-grit, b. Z250:1000-grit, c.
Z250:1500-grit, d. Z250:Mylar(control), e. Denfil flow :600-grit, f.
Denfil flow :1000-grit, g. Denfil flow :1500-grit, h. Denfil flow
:Mylar(control), i. FujiⅡLC :600-grit, j. FujiⅡLC:1000-grit, k.
FujiⅡLC:1500-grit, l. FujiⅡLC:Mylar(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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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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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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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ar

Figure 5. b*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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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ΔE* values of restorativ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after thermo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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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ycling on Color of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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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polishing on the surface color and the
degree of color stability under thermocycling of commercial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2. Methods

Three commercial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were tested, of
which two were composite resins(Filtek Z250, Denfil flow;Shade

A2) and the other was glass-ionomer(Fuji Ⅱ LC;Shade 22).
Twenty samples(8mm*5mm) were prepared for each material.
Twenty samples were divided into 4 groups; 600-grit, 1000-grit,
1500-grit, Control group. Five samples for control group were not
polished after polymerization and five for each the other group
were polished against a sheet of SiC paper with different
coarseness(600-grit, 1000-grit, and 1500-grit) Samples were aged
using distilled water for 2,000 cycles of thermocycling.(5℃-55℃)
CIE L*a*b* values of each sample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rmocycling with spectroradiometer. The color shifts were
calculated using the formula: ΔE*= [(L1*-L0* ) 2 + (a1*-a0* ) 2 +
(b1*-b0* ) 2] 1/2
3. Conclusion

1) Regardless of type of materials, L* values decreased as the
surface roughness decreased,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group and 1500-grit group.
2) Both Z250 and Denfil flow showed that a* values with
different surface roughness condi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ut a* values decreased as the surface roughness
decreased in group-FujiⅡLC.
3) b* values increased as the surface roughness decreased
except Denfil flow.
4) After thermocycling, all materials showed that ΔE * value

increases as the surface roughness increased. FujiⅡLC polished
with 600-grit sandpaper showed the most dramatic increase in
ΔE*. FujiⅡLC showed the most dramatic change of ΔE*, followed
by Denfil flow and Z250.
4. Conclusion

From this work, it can be concluded that surface roughness
influence the color of the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and after
thermocycling, the more coarse roughness of the esthetic
restorative materials, the greater color change. This suggests
that the polishing during esthetic restoration is important in color
representation and color s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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