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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조사기의 최신 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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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mporary Issues in Light Curing Unit
Junghoon Shin, Kee-Deog Kim, Bock-young Jung, Wonse Park,
Jieun Jung, Seok-Keun Choi, Nan-Sim Pang
Department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Dental Hospital,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As dentin bonding systems develop, composite resins are widely used as restorative materials for anterior and
posterior teeth. QTH (Quartz-Tungsten-Halogen), PAC (plasma arc curing) light, LED (light emitting diode) light
and laser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since UV light was first used for light curing of composite resins in 1970.
However, failure to adequately polymerize the composite rsins can lead to premature failure of the restoration due to
fracture, secondary caries, or excessive wear of the restoration. This review summariz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uring lights, the photoinitiators of the composite resins, the appropriate light intensity and time of the curing
light for resin polymerization, the irradiation distance, the polymerization mode, and the risk of blue-ligh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unpolymerization of the resin restoration and increase the longevity of the resin composite
restoration by appropriately using curing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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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레진컴포짓 수복물의 파절, 이차우식 혹은 과도한 마모
로 인한 수복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미중합 레진 때문이

레진컴포짓은 1960년대부터 치과 임상에서 사용되었으

며1, 상아질 접착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전치부 및 구치
2

부 치아의 수복재료로 널리 사용되어져왔다 . 그러나 여

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다6-11. 게다가 레진
컴포짓은 적절히 중합되지 않으면 독성물질이 침출되어
나온다12-15. 광중합 과정에서 치아와 주위 조직의 온도를

러 연구에서 구치부 레진수복물의 median longevity가 6년

높일 수 있는 에너지도 전달되므로 미중합을 예방하기 위

뿐이 되지 않으며 아말감 수복물에 비해 조기 실패로 인

해 임의로 중합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은 치수와 주위 조

한 교체 필요성이 10배나 높다는 보고도 존재한다5.

직의 열손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16,17.

3,4

이 종설의 목적은 광조사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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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알고 이를 바탕으로 레진수복
물의 미중합을 줄이고, 수복물의 수명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종설에서 사용되는 Term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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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Units

Radiant Flux or Radiant Power
Radiant energy
Irradiance
Radiant exposure

Watt (W)
Joule (J)
2
Watt/Area (W/m )
2
Joule/Area (J/m )

Power (mW/nm)

15

2.5
QTH
LED
PAC
CAMPHORQUINONE

2.0

10

1.5
1.0

5

Absorption

18

Table 1. Radiometric Terms

0.5

광조사기의 개발 역사, 종류 및 특성
1970년대 초반 레진컴포짓 중합에 UV light가 처음 사용

되었다19. UV 광조사기는 레진컴포짓으로의 투과깊이가 짧

고 인체에 위해성이 있어 곧 새로운 광조사기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20. 가시광선을 이용한 QTH (Quartz-Tung-

sten-Halogen) 광조사기가 개발되게 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사용되는 광조사기였다. QTH 광조사기는

halogen (Iodine 혹은 bromine) gas로 채워진 quartz bulb와

tungsten filament로 구성된다. 전류가 halogen gas로 둘러싸

인 얇은 tungsten filament로 흐르면 넓은 파장대 (390~520

nm)를 가진 매우 강력한 백색광이 방출되며 광조사기 내
에 위치한 필터에 의해 레진컴포짓 중합에 필요 없는 대
부분의 파장이 걸러지게 된다. 필터링된 빛은 400~500
nm의 파장대를 지니며 이는 가장 널리 쓰이는 광개시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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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horoquinone (CQ)에 잘 호환된다 . QTH 광조사기

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400~600 mW/cm2의 낮은 에

너지 출력을 보인다24,25. QTH 광조사기의 단점은 비효율
적인 광조사로 인한 온도 상승이다23. 이로 인해 bulb의 수

명이 한정되어있으며 온도를 낮추기 위한 큰 부피의 fan

이 필요하다24. 1990년대 들어서면서 수복재료의 발전과
더불어 광조사기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광조사기 개발의
주안점은 중합이 더 빠르고 깊은 깊이까지 이루어지도록
intensity를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1998년 Plasma arc cur-

ing (PAC) light가 소개되었다. PAC light는 plasma를 함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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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ectral emission profiles of curing lights and ab29
sorbance of camphorquinone .

에 비해 발열이 적다21. 지난 몇 년간 여러 세대의 LED 광

조사기가 개발되어 소개되었다. 1세대 LED 광조사기는 강
도가 낮아 레진컴포짓을 충분히 중합시키지 못했다. 2세

대 LED 광조사기는 1세대에 비해 강도가 강해지고 더 넓
은 면적에서 빛을 방출하며 3세대 LED (polywave LED) 광

조사기는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파장대를 지닌 빛을 낼
수 있다. 이러한 광조사기는 여러 광개시제를 활성화 시
킬 수 있다28. 치과용 레이저는 199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

했다. Argon 레이저는 강력한 가시광 영역의 레이저로
450~500 nm의 파장대를 가진다. 레이저는 적외선 방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열이 적다. 또한 중합시간이 짧고
fiber의 사이즈가 작아 인접면 박스 형성부위에 광조사기

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class II 레진컴포짓 수복에 효
과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복물이 광조사기의 선
단부보다 크게 되면 조사부위가 수복물에 겹치게 하기
위해 여러 번의 광조사가 필요하다26. 각 광조기의 발광

스펙트럼 및 광개시제 (Camphrquinone) 흡수 스펙트럼
profile을 Fig 1에 나타냈다.

fluorescent bulb를 가지며 470 nm 근방의 좁은 파장대에서

매우 높은 intensity (1,500~2,500 mW/cm2)의 빛을 낸다.

PAC light의 높은 intensity로 인해 광중합 시간 (레진컴포

짓의 각 층당 3~5초)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QTH 광조사기에 비해 비싸고 실제 3초의 중합으로는 중

합 깊이가 충분하지 못해 경도가 떨어진다26.

레진컴포짓의 광중합은 광조사기에 의해 개시된다. 레
진컴포짓에 함유된 광개시제는 광조사기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며 레진내부에 존재하는 단량체를 활성

Light emitting diode (LED) 광조사기는 1990년대에 개발

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LED 광조사기는 430~490 nm로
27

QTH 광조사기에 비해 좁은 파장대를 가진다 . 기본적인

파장대가 좁기 때문에 필터가 필요 없으며 QTH 광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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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중합반응이 일어나게된다. 이러한 반응이 성공적으
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광조사기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레진 단량체를 중합시키는 광개시제가 필요로 하는 빛의
파장과 일치해야한다. 광개시제의 활성 정도는 레진 내부

Shin et al. 광조사기 최신 지견

에 들어있는 광개시제의 농도와 레진에 노출되는 광자의
수와 광자의 에너지 (파장)와 관련되며 광자의 수와 에너
지 (파장)는 광조사기에 의해 결정된다30. 광개시제가 특정

파장대의 빛에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광
중합기로부터 나오는 특정 파장대의 빛에 반응하여 최대
활성을 내는 광개시제에 의해 레진컴포짓 중합의 최대효
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31.

2. TPO, PPD 광개시제시스템
Diphenyl (2,4,6-trimethylbenzoyl) phosphine oxide (TPO)

는 CQ/TA 광개시제에 비해 중합률 (degree of conversion)이

높고 색 안정성이 좋은 결과를 보여왔다. CQ/TA 광개시제
에서 처럼 원치 않는 노란색 색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TPO는 미백치아 등에서 사용되는 extra white shade의 레
진컴포짓, 투명한 색조의 레진컴포짓과 레진시멘트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36. TPO의 흡수 스펙트럼은 380 nm에서

1. CQ/Tertiary amine 광개시제시스템

425 nm에 이른다 (Fig 3). Phenyl Propanedione (PPD) 또한

Camphorquinone/tertiary amine (CQ/TA)은 1972년 Dart,

광개시제로 350 nm에서 490 nm의 흡수 스펙트럼을 가진

사용되는 광개시제시스템이다. CQ가 빛에너지를 흡수하

CQ/TA 광개시제만을 포함하는 레진컴포짓은 blue spec-

Nemcek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레진컴포짓에서 가장 많이

여 (최대흡수 파장; 468 nm, Fig 2) 활성화되어 TAs와 반응

하면 photoexcited complex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

에서 CQ는 TAs의 수소 원자와 반응하여 CQ와 TAs에 자

다 (Fig 4)31.

tral range (420~540 nm) 빛을 필요로 하지만 만약 CQ/TA
광개시제 외에 추가로 TPO나 PPD 광개시제를 함유하는

유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된다. 생성된 자유라디칼은 단량
디칼을 만들게 된다 (propagating radicals). 중합 반응이 완

료될 때까지 동일한 과정의 반응이 계속된다31.

CQ/TA 광개시제시스템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지

만 여러 단점이 존재한다. 노란색을 띠는 CQ가 레진컴포

짓의 색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33. 다른 문제로는 CQ의

유도체인 α-diketone group이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 최

100

대 흡수 활성을 가지므로 형광등, 체어 조명에서도 빠르게
광중합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단점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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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bsorption spectrum of diphenyl (2,4,6-trimethylben31
zoyl) phosphine ox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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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bsorption spectrum of camphorqui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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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bsorption spectrum Phenyl Propanedione (P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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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컴포짓의 경우 blue (420~540 nm)와 violet (360~420

nm)의 빛에너지를 내는 광조사기가 필요하다. 모든 광조
사기가 필요한 파장대의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 QTH 광

조사기는 넓은 파장대의 빛을 내기 때문에 TPO 광개시제
31

가 함유된 레진컴포짓에서도 사용가능하다 (Fig 5) . 그러

나 420~490 nm의 파장대를 가지는 빛을 방출하는 LED

의 흡수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400 nm의 추가 peak를 가

진다32.

임상가는 사용하는 레진컴포짓, 상아질 접착제의 광개
시제의 종류를 알고 각각의 광개시제가 필요로 하는 빛
의 파장과 일치하는 광조사기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
여야한다.

광조사기는 CQ/TA 광개시제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이지만
TPO 광개시제가 사용된 레진컴포짓에서는 사용이 불가

능하다. TPO나 PPD를 광개시제로 사용한 시스템에서 일

반적인 LED 광조사기를 사용하면 중합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dual peak LED 광조사기가 개발되

었다 (Fig 6). Dual peak LED 광조사기는 CQ/TA 광개시제

의 흡수 스펙트럼에 상응하는 460 nm의 peak와 TPO, PPD

중합에 효과적인 광조사기의
광도와 조사시간
2 mm 두께의 레진컴포짓을 적절히 중합하기 위해서는

2
37
16~24 J/cm 광조사량을 받아야한다 . 광조사량 에너지는

광조사기의 광도 (mW/cm2, irradiance)에 조사 시간을 곱하
여 계산한다. 광조사기의 조사시간은 광도에 따라 결정된

100

다. 광도가 높을수록 조사시간은 더욱 짧아진다. 1994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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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eggeberg et al.의 논문에서 효율적인 광도와 조사시간

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행하였는데 2 mm 두께의 레진컴

mW/cm

2

70

포짓을 중합시키기 위해서는 60초의 광조사 시간이 필요

60

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광조사기는 Q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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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실험상 평균 광도는 400 mW/cm2였고 이를 통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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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광조사량 에너지는 24 J/cm2이었다38. FAN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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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실험에서는 300 mW/cm2의 광도로 레진컴포짓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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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ight output from Two curing lights; LED (B) conventional QTH (C) superimposed on the absorption spectrum of
31
CQ (A) .

적으로 광중합되는 결과를 나타냈다39. 현재 가장 많이 사
용되는 광조사기는 LED 광조사기로 2004년 Wiggins는

high power LED (HP LED), 1세대 LED, conventional QTH,

high power QTH (HP QTH) 광조사기를 비교하는 실험을

10초간 광조사하였으며 1세대 LED와 conventional QTH 광

90
Relative Normalisation (%)

짓을 광조사하였을때 대부분의 상용 레진컴포짓이 효과

시행했다. HP LED와 HP QTH 광조사기로 레진컴포짓에

100

조사기는 20초간 광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중합깊이 (Depth

80

of cure)는 각 광조사기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70

았으며 HP LED와 QTH 광조사기의 경우 더 적은 광조사

60
50

시간으로 충분한 광중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지었다40.

40

높은 광도를 낼 수 있는 LED 광조사기들이 개발되고 있

30
20

으며 새롭게 개발된 LED 광조사기는 5,000 mW/cm2 이상

10

의 광도로 조사가 가능하다. 몇몇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0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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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ual peak LCUs cover the wavelength range of circa
31
380 to 520 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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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권장하는 시간 (20~40초)에 따라 각각의 레진컴포

광조사기를 이용하면 1~3초의 짧은 광조사 시간으로도
충분히 레진컴포짓 중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41. 이

러한 주장은 레진컴포짓이 동일한 광조사량 (radiant ex-

posure)을 받는다면 광도의 세기, 조사시간에 상관없이 중

Shin et al. 광조사기 최신 지견

보고도 있다48. 제시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광조
사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레진컴포짓 층에 전달되는 전체
광조사량이 증가하므로 중합률이 증가된다는 점이다. 두
꺼운 레진컴포짓을 중합하거나 광도가 작은 광조사기를
이용해 광조사 할 때 충분한 조사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
합률이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개원
의가 사용하고 있는 광조사기의 실제 광도를 측정한 연구
들에 의하면 적게는 46%에서 많게는 90%에 이르기까지

2
300 mW/cm 이하의 광조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고 하며58 앞서 언급한 FAN이 2002년 발표한

실험 결과39를 고려하면 개원가에서 충분한 중합시간을 위

해서는 40초의 광조사 시간이 적절할 것이다. 1,000 mW/

2
cm 전후의 광도의 세기를 내는 LED 광조사기를 사용한

다면 앞서 언급한 wiggins 실험40과 Selig에 의해 행해진 연
구42를 고려할 때 10~20초의 광조사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진료실 환경 하에서 사용하는 레
진컴포짓과 광조사기를 가지고 시판되는 광조사기 테스
트용 블록을 이용해 중합테스트를 하여 진료실 상황에 맞
는 가장 적절한 광조사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조
사기의 tip의 전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도의 분포가 일정
치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결국 광조사기의 tip

의 위치에 따라 하방에 있는 레진컴포짓의 중합과 mi-

crohardness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Fig 7). 이러한 점은 조사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어느 정
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넓은 범위의 레진컴포짓 수복 시
여러 방향에서 충분한 중합 시간을 통해 중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레진컴포짓 표면으로부터 광조사기 curing
tip 사이의 거리가 중합에 미치는 영향
Figure 7. Calibrated beam profile from a popular dental curing
49
light showing the irradiance and spectral distribution .

합률은 차이가 없다는 ‘exposure reciprocity law’에 근거 한
다. 광도의 세기, 조사시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여러 시
도가 있었으나 특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는 없었
다

42-47

. 최근에 Selig에 의해 행해진 연구에서는 레진컴포

짓을 10초 이상 중합시켜야 47% 이상의 중합률을 얻을 수
42

있었다 . 레진컴포짓을 짧은 시간내에 중합시키면 중합수

축응력이 증가하고 치면에 대한 결합강도가 감소한다는

많은 연구에서 레진컴포짓 표면과 광조사기 tip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광조사량 (radiant exposure)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했다50,51. 이러한 거리의 증가에 의한 광조사량
의 감소는 교두의 높이, 교두 경사, 우식와동의 깊이 등 형
태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급 와동 레

진컴포짓 수복의 경우, 광조사기의 tip과 인접면 박스의 치
은저 (gingival floor)의 거리는 6 mm 이상의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52. Price et al.은 레진컴포짓 표면으로부터 광조사

기 tip 사이의 거리가 0 mm에서 6 mm로 되면 광도가 50%

감소되는 것을 보고했다53. Aguiar et al.은 micro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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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ramp/exponetial) curing

Time

Light intensity

Light intensity

Pulse (delayed) curing

Light intensity

2 step curing

Time

Time

Figure 8. Soft-start curing technique. In all three methods, the initial intensity of polymerization is weak, and then strong intensity is
58
used .

Table 2. Evidence-based advice to clinicians when using a curing light

1. Know
the properties of your light-curing-unit (LCU). Does the LCU deliver a homogeneous light output, or will you need to move the
light tip around as you cure the resin? How much does the irradiance decrease as the distance from the tip increases, will you need to
increase your exposure time in deep preparations? Does the spectral emission from the LCU match the sensitivity of the RBC being
used? Is the exposure mode appropriate for the RBC being used, could excessive polymerization contraction stress be generated?
Could the high LCU output cause thermal damage to the pulp or soft tissues if not used carefully?
2. Use appropriate infection control on the LCU and adjust exposure time accordingly.

3. Monitor
the performance of your LCU and keep a logbook of the output from each LCU from the date of purchase. To guide any
adjustments in exposure duration, the dentist can carry out depth of cure scrape tests using different shades of their RBC light-cured at
clinically representative distances.

4. Maximize
the output from the LCU by examining the light tip for damage and remove remnants of previously cured RBCs. Clean or
replace tip as necessary.

5. Protect
the eyes of everyone in the operatory who could be exposed to the bright light, with appropriate orange (blue light blocking)
safety glasses.

6. Learn
how to use the LCU to maximize energy delivered to the RBC. Place the central axis of the tip of the LCU directly over and
normal to the RBC surface; the emitting end should be parallel to the RBC surface being exposed. When using a LCU with an
inhomogeneous light output, move the light tip around and increase the exposure time. This should also be done where undercuts are
present that prevent straight-line access to the RBC. Additionally, in this situation, use supplementary bucco-lingual curing (but beware
of overheating).

7. Develop
a technique to prevent uncured resin from adhering to the tip of the LCU and thus reducing the light output. For example, begin
the exposure with the tip approximately 1 mm away from the RBC. Then, when the top surface of the RBC is hard (after 1 second),
move the tip of the LCU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urface of the RBC.

8. Protect
the oral mucosa from the light with gauze and air-cool or wait several seconds between each light curing cycle when using a
powerful curing light that has the capacity to produce a damaging temperature rise.

value가 레진컴포짓 표면과 광조사기 tip 사이의 거리가 증

키는 것으로 감소량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52

가되었을 때 감소되는 것을 보고했다 .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레진컴포짓 표면과 광조사기 tip 사이의 거리가 증가되

중합 모드

면 광조사량이 감소되므로 광중합시 광조사기를 최대한
레진컴포짓 표면에 가까이 하는 것이 좋으며 거리를 줄

레진컴포짓 중합속도는 발생하는 수축응력과 높은 상

일 수 없을 경우 광조사량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광조

관성을 갖는데 고광도의 조사는 레진컴포짓의 탄성계수

사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광도를 높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

를 급속히 증가시켜 높은 수축응력을 발생시킨다55. 저광

해야한다54. 레진컴포짓 표면과 광조사기 tip 사이의 거리

가 6 mm 간격 일 때 광도가 50% 감소되는 것을 고려한다

면 단순한 산술 계산으로 동일한 광조사량을 얻기 위해
서는 광조사 시간을 두배 올리거나, 광도를 두배 증가시

26

도로 초기에 천천히 중합되게 함으로써 응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고광도로 중합하는 방식을 취
하면 계면에서의 수축 (응력)을 20~30% 정도 감소시켜

변연 연속성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를 ‘soft-start curing’이

Shin et al. 광조사기 최신 지견

라고 한다56,57. Soft-start curing 방법에는 2-step curing,

Pulse curing (delayed curing), Progressive curing (ramp/ex-

63
tistry 에 개재된 광조사기 사용 가이드는 다음 표 (Table 2)

와 같다.

58

ponential curing) 방법이 있다 (Fig 8) .

2
1) 2-step curing: 저광도 (100~200 mW/cm )로 약 10초 조

결

2

사한 후, 고광도 (600 mW/cm )로 30초간 조사하는 방법

2) Pulse curing (delayed curing): 저광도로 2~4초간 조사

론

레진컴포짓을 이용하여 수복 치료를 할 때 적절한 광

하고 약 3분을 기다린 후 고광도로 40초간 중합하는 방

중합은 필수적이다. 레진컴포짓이 적절히 중합되지 않으

3) Progressive curing (ramp/exponential curing): 낮은 광

복 실패의 원인이 된다. 사용하는 레진컴포짓에 들어간

법, 또는 고광도로 1초 간격으로 중합하는 방법

도에서 점차 광도를 증가시켜 고광도로 중합하는 방법
시판되는 광중합기 중에는 soft-start curing 프로그램이

면 수복물의 파절, 이차 우식, 과도한 마모가 발생되어 수
광개시제와 권장 광조사 시간 (1,000 mW/cm2 전후의 광
도의 세기를 내는 LED 광중합기를 사용 시 10~20초)을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이를 통한 중합속도를 조절

알고 이에 맞는 파장대의 빛을 내는 광조사기를 선택하

가능하다. 중합모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레진컴포짓의 중

여 중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레진컴포짓과

합 시 발생하는 최종적인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광조사기 tip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하고, 광조사가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복물에 대한 적절한 각도 설정 등

광중합기의 청색광으로부터의 눈보호

적절한 조사방법을 이용한다면 레진컴포짓 수복의 성공
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중합기로부터 발생되는 청색광은 망막에 위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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