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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0�30㎛의 유기질 복합Filler
가 긴 히 배합되어 그 주변을 비교적
가는 무기질 Filler가 감싸고 있다(그
림 1.1). 배율을 올리면 복합Filler의
주변에 무기질Filler가 비교적 느슨
하게 배합되어 있는 것이 보다 명확해
진다.(그림 1.2)

Gradia direct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면,

10000). 무기Filler가 배합되어 있는 유기질복합Filler 주

변의 Matrix Resin중에 Micro Filler의 도가 유기질복

합 Filler내부의 그것에 가깝다.

1
.
3

Gradia direct P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

면,  1000). 유기질복합Filler 주변의 Matrix Resin속에

고 도로 배합되어 있다. 
1
.
4

더 배율을 올리면 무기질Filler가 배

합되어 있는 유기질복합Filler 주변의

Matrix Resin속의 Micro Filler의

도가 유기질복합Filler의 내부의 그

것에 가까워지는 것이 명확해 진다.

(그림 1.3)

이상의 소견은, 전치용의 Gradia

direct는 매끄러운 연마면을 쉽게 얻

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 로 구강내에

서 속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구치용인 Gradia

direct P의 기본 구성은 Gradia

direct와 그다지 변함이 없지만, 각종

Filler의 배합은 조금 달리 하고 있다.

그림 1ㆍ4에 나타난 것처럼 유기질복

합Filler의 크기도 다소 다양하게 되

어 있다.

배율을 더 올리면 Gradia direct처
럼 무기질Filler가 배합되어 있는 유
기 질 복 합 Filler 주 변 의 Matrix
Resin 속의 Micro Filler는 도가
유기질복합Filler 내부의 그것에 가까
운 것이 명확하다(그림 1.6). 이상의
소견에 의해 Gradia direct에 비교

해서 Gradia direct P는 보다 좋은
기계적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
다. 

Gradia direct P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

면,  3000). 무기Filler가 유기질복합Filler 주변의

Matrix Resin 속에 고 도로 배합되어 있다.
1
.
5

Gradia direct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면,
10000). 무기 Filler가 배합되어 있는 유기질복합Filler 주
변의 Matrix Resin 속의 Micro Filler의 도가 유기질복
합 Filler 내부의 그것에 가깝다.

1
.
6

C A S E
P R E S E N T A T I O N

도쿄 미나또구 도라노몽 병원 치과

야마타 도시모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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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초, 미국 메릴랜드주의

게 이 사 스 파 크 에 있 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 ds and Technology)의

보엔에 의해 Bis-GMA의 합성이 이

루어진 이래, Composite Resin의

역사는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

고 있다. 초기의 제품은 분액 타입이

었으며, 항상 좋은 임상성능을 나타내

지는 못 하 다. 그 후 1970년 에

Paste 타입의 혼합형이 개발되어 폭

넓게 임상에 이용되면서 세계적인 인

식을 얻기에 이르 다. 그러나 그 시

의 제품에는 Resin Bonding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접착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역시 제한된 임상 성능을

보여 주는데 머물 다. 이 후, Resin

Bonding재를 이용하여 접착조작을

한 다음 Composite Resin을 충전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 되었다. 더욱이

중합방식도 가시광선중합이 개발되어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 교합면의 수복

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각종 수복 재료 시스

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로 이용하

는 수복 재료가 되었다. 

현 재 임 상 에 서 사 용 하 는

Composite Resin은 모두 Hybrid

형이며, Micro Filler가 유기질복합

Filler로서 주로 이용되는 것이 통상

MFR이라 부르는 것이다. 한편, 2㎛

이하의 가는 무기질 Filler에 소량의

Micro Filler가 배합되어 있는 것이

고 도 충전형이라 불려지고 있다. 또

Composite Resin에 주로 이용되어

온 무기질 Filler도 초기에는 석 을

사용하 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부드러

운 Glass Filler를 이용하고 있다. 최

근의 Resin Bonding재의 발달은

Porcelain, Metal Primer등과의

병용으로 종래 가능했던 각종 접착성

Composite Resin의 수복뿐만 아니

라 그것의 재수복도 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러한 까닭으로 임상에서 만나는

각종 수복 치료에 응용되어지고 심미

적으로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는

Composite Resin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GC사에서 이 같은 다양

한 접착성 심미수복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를 시판하 으므로 본론에

있어서는 그 임상 이공학적 특징에

해 논해 보고자 한다.

먼저 GC사에 의해 개발ㆍ발매되어

일본의 치과 임상에서 폭 넓게 이용되

고 있는 단독치의 심미치관수복재료인

Gradia를 기초하여 Gradia direct

는 개발되었다. 치과용인 Gradia

direct는 Methacrylate, 유기질복

합Filler, 무기질Filler, Micro

Filler, 안료 및 촉매로 구성되어져 있

다. 충분히 경화시킨 Gradia direct

를 내수연마지와 Diamond paste를

이용해서 경면연마한 것에 알곤이온엣

칭을 하고, 텅스텐코팅 후, FE-

SEM(주조전자현미경)으로 상세히

관찰한 것을 그림 1.1�1.3에 나타내

었다. 구치용의 Gradia direct P의

기본 구성은 Gradia direct와 그다

지 변함이 없지만, 각종 Filler의 배합

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다.

Gradia direct /Gradia direct P의

이공학적 특징과 임상 응용

－기초편－

서 문

1.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의 성분 구성에 하여

Gradia direct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면,

1000). 길이 20�30㎛의 유기질 복합Filler가 긴 히 배

합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비교적 가는 무기질Filler가 감싸

고 있다.

1
.
1

Gradia direct 경화물연마면의 SEM상(알곤이온엣칭면,

3000). 복합Filler 주변에 무기질Filler가 비교적 느슨하게

배합되어 있다.
1
.
2

Gradia Direct

Gradia Direct P



전치용인 Gradia direct의 압축강

도 는 300㎫ 를 넘 고 , 구 치 용 인

Gradia direct P의 압축강도는 330

㎫을 발휘한다. 최근, 수복용재료의

기 계 적 성 능 중 에 점 인 성

(Toughness)이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이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굽힘시험

에 있어서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흡수

된 에너지 총량과 이 수치가 동등하므

로 단지 단순하게 굽힘강도가 높은 것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가진 재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구강내의 치아는 저

작 등에 의해 항상 응력부하에 노출되

어 있으며, 와동에 충전된 수복재료도

이 응력에 노출되게 된다. 이들 응력

은 와동부위에 따라 다르며 단순히 압

축만이라든가 굽힘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점인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치아를 매개로 또는 직접 수복재

료에 부가된 응력에 보다 잘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점 Gradia direct, Gradia

direct P의 어느 쪽이든 같은 종류의

재료비교에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1, 2.2)

2.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의 기계적성능에 하여

Gradia direct의 점인성. Gradia direct는 높은 점인성을

나타낸다.2
.
1

Gradia direct P의 마모특성. 우치에나멜질을 상으로 측

정하여 보면, 같은 종류의 재료 중에서도 매우 높은 성능(낮

은 마모량)을 나타낸다.
2
.
3

Gradia direct P의 점인성.  Gradia direct P도 높은 점

인성을 나타낸다.2
.
2

Gradia direct P의 내마모성을 우치 에나멜질을 상으
로 측정하여 보면 같은 재료 중에서도 매우 높은 성능(낮은
마모량)을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
선, Resin의 중합성이 높은 점, 사용한 Filler가 주로 유기
질복합Filler이며, 또 유기질복합Filler와 Matrix Resin
부분의 Micro Filler의 도가 비교적 비슷하므로 균일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점, 무기질Filler에 비교적 부드러운
Glass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강내에 노출하는 표면에서 부
분부분 강도의 차이가 작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Composite Resin 복합물의 심미

성을 분석해 보면, 우선 연마된 수복

물 표면의 윤기가 에나멜질에 가까우

면 당연히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

다. 따라서, 연마면의 거칠기를 측정

하고 가급적 0에 가까운 경우가 고성

능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는 10점

평균거칠기로, 어째든 0.4 이하를 나

타내며 타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우수

하면 우수했지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림 3.1)

이것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주로 사용

한 Filler가 유기질복합Filler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Gradia Direct경화

물의 윤기는 쉽게 얻을 수 있다.(그림

3.2)

3.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의 심미성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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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Composite Resin의 심미성

을 이야기할 때에는 Opal효과라든가

카멜레온효과에 해서 논하 었다.

오팔효과는 Composite Resin 수복

물에 들어 간 빛이 산란하여 나올 경

우에 수복물 전체가 푸르게 보이는 현

상을 말한다. 청색 빛의 파장은 400

㎚를 넘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크

기의 Filler입자가 Resin중에 존재하

면 가시광선속의 청색광이 산란하기

쉽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 수복물 전

체가 청색 빛을 띠게 된다. 이러한 효

과를 Gradia direct는 적절히 조절

하여 천연에나멜질에 가까운 오팔성을

나타내도록 설계하 다. 한편, 카멜레

온효과라 함은, 한 개의 색조가 비교

적 넓게 다른 색조까지 커버하는 것을

말 한 다 . 최 근 개 발 ㆍ 시 판 된

Composite Resin에서 이러한 효과

가 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Gradia direct는 특히 이 효과가 크

고 임상에서의 Shade선택이 쉽게되

어 있다. 또한 임상에서 중요한 특징

의 하나인 광중합 전후의 색조변화를

말할 수 있다. Gradia direct는 이점

에 있어서도 적은 수치를 나타내며 색

조선택이 틀리는 법이 없다(그림

3.3). 실제로 Gradia direct A3의

Shade의 Paste를 타사 제품과 비교

해 보면, Gradia direct가 색조ㆍ투

명도 모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Composite Resin의 중합전후에

색조가 변화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

각할 수 있다. 첫째는 Resin성분의

Monomer가 중 합 반 응 에 의 해

Polymer로 변 화 할 때 Resin

Matrix의 굴절율이 커지고 투명성이

변화한다. Filler의 굴절율에 가까워

지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반 로 멀어

지면 투명성은 저하한다. 따라서 략

적으로 설명하면 사용하는 Filler의

굴 절 율 은 Resin Monomer와

Polymer의 중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Filler가 한 종류만이 아니므로 간단

하지는 않다. 둘째는 중합시에 사용하

는 광중합 촉매가 소비되어 그 자체의

색조(보통은 황색)를 잃어버린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연마 후의 표면은

Filler 입자의 단면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굴절율이 불규칙하여 약간 불

투명감이 높아진다. 이상으로 임상상

의 주의 점을 서술했지만, 이 점에서

도 Gradia direct는 아무런 문제없

이 스마트한 임상 조작을 할 수 있다.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의 연마면의 표면거칠

기 (10점평균거칠기).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의 어느 쪽이든 매우 활택한 연마면을 나타낸다.
3
.
1

Gradia direct 연마면의 윤기. 손쉽게 활택한 면을 얻을 수

있다.3
.
2

Gradia direct 광경화 전후의 색조변화. 

Gradia direct는 E의 수치가 낮고 광경화 전후의 색조 변

화가 적다. 
3
.
3

Gradia direct와 타사 제품의 광경화 전후의 투명성ㆍ색조

변화의 비교.

Gradia direct는 광경화 전후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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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전 경화후 경화전 경화후 경화전 경화후

Gradia direct 타사제품 B 타사제품 D

광경화 전후의 투명성∙색조 비교
( A 3 )



그림 4.4�4.6에 상아질 계면을 나타
내었다. 그림 4.4는 경화한 Gradia
direct(상 1/3), Unifil Bond(중
1/3) 및 상아질(하 1/3)이다. 계면의
부분을 확 하면 상아질 표층에 두께

1㎛보다 작은 Hybrid형이 보인다.(그
림 4.5) 더욱 확 하면 Hybrid층 내
의 네트워크 구조와 상아질 최표층의
콜라겐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
관찰되었다.(그림 4.6)

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상

아질 접합계면SEM상(알곤이온 엣칭면, 2000).Gradia

direct(상), Unifil Bond(중), 상아질(하) 모두 접합은 단

단하다

4
.
4

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상

아질 접합계면의 SEM상 (알곤이온 엣칭면,30000).

Hybrid층 내의 네트워크 구조와 상아질 최표층의 콜라겐

구조가 결합하고 있다.

4
.
6

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상

아질 접합계면의 SEM상 (알곤이온 엣칭면, 5000). 상아

질 최표층에 두께 1㎛보다 작은 Hybrid형이 보인다.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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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Resin이 시판되어 임상
에 이용된 지 략 40년의 세월이 지
나고 있다. 과거 10년 정도의 사이에
겨우 임상 경과가 양호한 Resin
Bonding System이 개발, 개량되어
Composite Resin의 응용범위를 한

층 넓혀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치
관수복분야에서 금속이 사라지기를 빌
며, 또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에 의한 심미적인 접착수복
이 인류의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
기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

결 론

현재 일본의 치과임상에 있어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는 임상경과가 양호

한 Resin Bonding System은

Self Etching Resin Bonding재이

며, 그 중에서도 GC사의 Unifil

Bond는 표적인 2Step의 Self

Etching Resin Bonding재이다. 이

Resin Bonding System의 임상사

용상의 특징은 제 1단계에서 Primer

를 도포하고 20초 기다린 후, 수세하

지 않고 그 로 가볍게 건조시켜

Priming된 와동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 곧 Bonding

재를 도포하고, 10초간 광조사하여

중합을 종료한다. 이어 통법에 따라

Gradia direct 또는 Gradia direct

P의 충전조작으로 이행한다. Unifil

Bond의 Self Etching Primer의

성분은 4-MET(기능성 모노마),

HEMA, Micro Filler, 촉매로 되어

있다. 치면에 한 접착강도는 우치

에나멜질ㆍ상아질에 해 어느 쪽이든

20㎫ 전후의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

내며 Total Etching, Self Etching

에 상관없이 매우 높은 접착 성능을

나타내는 Resin Bonding재의 일종

이다. 여기에서 Unifil Bond를 이용

하여 Gradia direct를 충전한 경우

의 Resin치질접합계면의 양상을 FE-

SEM 관찰했다. 사용한 치아는 발치

후 얼마되지 않은 건강한 제3 구치이

다. 피착면을 #1000의 내수 연마지

로 마무리 한 후, 위에 서술한 본딩 조

작 을 실 시 , Gradia direct를

(Shade A3)를 충전했다. Gradia

direct경화 후 즉시 자료를 반으로 잘

라 에폭시 수지로 싸서 메웠다. 1주일

후에 통법에 따라 연마하고, 알곤이온

엣칭을 한 후, 텅스텐코팅을 해서 계

면의 양상을 FE-SEM(주조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했다.

그림 4.1�4.3에 에나멜질 계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4.1은 경화한

Gradia direct(상 1/3), 경화한

Unifil Bond(중 1/3), 에나멜질(하

1/3)이다. 계면의 부분을 확 하면 에

나멜질에 Artifact를 위한 구열(� )

이 보이며 계면의 결합은 단단했다.(그

림 4.2) 한층 더 확 하면 에나멜질

최표층이 미묘하게 엣칭되어 그 부분

에 레진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 선명

하다.(그림 4.3)

4. Gradia direct 및 Gradia direct P와 겸용하는 레진 본딩재에 하여

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에

나멜질 접합계면SEM상 (알곤이온엣칭면, 2000). 

Gradia direct(상), Unifil Bond(중), 에나멜질(하)모두

접합은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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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에

나멜질 접합계면의SEM상 (알곤이온 엣칭면,  30000). 에

나멜질 최표층이 미묘하게 Etching되어 그 부분에 Resin

이 결합하고 있다.

4
.
3

Unifil Bond와 Gradia direct에 의한 수복시의 Resin에

나멜질 접합계면SEM상 (알곤이온에칭면,  5000). 에나멜

질에 Artifact에 의한 구열(� )이 인정되어 지며, 계면의

결합은 단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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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l B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