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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광중합기의 청색광을 이용한 치과 치료과정에서 광중합기용 팁들과 보안경의 청색광 차단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 UV-Vis 스펙트로미터 기기에 광중합기용 팁들과 보안경들을 위치시키고 빛을 투과하여 측정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한 4가지 종류의 광중합기용 팁들 모두 청색광 차단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보안경의 경우 붉은색 계열 보안경이 노란색 계열 보안경보다 광중합기용 팁들과 유사한 청색광 투과율을 보여 
청색광 차단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색광 차단정도가 높은 광중합기용 팁 부착과 보안경 착용
이 눈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임을 추천한다. 이러한 행위는 눈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과 피로감을 줄여줄 것이라 사료
된다. 

주제어 : 조사, 광중합기, 보안경, 청광, 광 투과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blocking of blue light of the tips 
and goggles of the curing light during the dental treatment using the blue light of the  light curing. 
The light curing tips and goggles were placed on a UV-Vis spectrometer and the results of light 
transmission were analyzed. Comparative analysis. As a result, all four types of light curing tips used 
in the analysis showed excellent blue light blocking effect. In the case of safety goggles, red-type 
goggles showed blue light transmittance similar to those of light curing than yellow-type goggles.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the attachment of the light curing with high degree of blue light 
blocking and the wearing of safety glasses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eyes. This behavior is thought 
to reduce persistent irritation and fatigue in th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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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눈은 외부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각막을 통해 망막에 

맺히게 하여 정보를 받아들인다. 눈의 망막에는 맺힌 빛
의 파장을 분석하여 빛을 인식하는 추체와 빛의 명암에 
민감한 간체가 있어, 시각세포를 자극한 후 자극전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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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정보를 대뇌까지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1,2]. 이렇
듯 눈을 통한 정보 수용에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라
는 요소가 필요하다[3].

빛은 태양에 의해 만들어지는 태양 빛과 인간의 필요
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 빛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태양 
빛은 파장의 범위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전파) 등의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어진다[4,5]. 인간은 광범위한 빛의 파장 범위 중 
380～780nm 범위에 있는 빛의 파장을 이용하여 외부정
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6]. 낮 시간대를 제외하면 밤
의 활동과 사용에 제한이 있는 태양 빛의 단점을 보완하
여, 밝기의 조절이 가능하며 장소에 제약이 적은 인공의 
빛을 만들고 발전시켜 태양 빛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부분에서의 환자 진단과 치료 
부분에의 인공 빛 활용도는 매우 높으며[7], 치과부분에
서도 내원하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X-선, 
청색광 등을 이용하는 인공 빛 사용 활용도 또한 매우 높
다[8,9]. 

치과는 치아우식증 치료과정에 인공 빛을 활용한 치과
용 광중합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광중합기는 일상에
서 사용하는 인공 빛의 세기와 양과는 달리 강한 빛과 많
은 양의 푸른 빛을 띄는 청색광을 해당 치료치아에 한꺼
번에 조사한다. 조사된 빛은 치아우식 충전재료의 경화속
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치료과정이 짧아지는데 큰 역할을 
하여 치료에는 효과적이나 치료부위에 조사된 강한 빛과 
주변조직으로부터의 빛 반사는 시술과정 중 계속해서 시
술자의 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12]. 이러한 자극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텔레비전의 시청 시 화면으로
부터 나오는 청색광으로부터 장시간 노출 시 빛을 감지
하는 망막 세포가 파괴되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
작용[13,14]처럼 치료과정에서의 시술자의 눈에는 유해
요소로서 작용한다.

청색광에 따른 눈에 대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광중합
기 기기에는 팁을 부착하고, 시술자는 보안경을 착용한
다. 팁과 보안경의 경우 광중합기의 빛이 푸른빛(청광)을 
띈다는 점을 착안하여 붉은 계열의 색을 유지함으로써, 
직접 혹은 간접적 청색광의 푸른빛이 눈으로 직접 들어
오는 양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중합기용 팁이나 
보안경의 경우 분실하거나 짧은 치료시간의 빛에 대한 
노출이라는 인식으로 잘 부착해 놓거나 착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시술자의 행동은 그들
의 눈에는 유해자극이 지속화 되는 것이다[15-17]. 

이에 본 논문은 지속되는 강한 청색광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
도록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광중합기용 팁과 보
안경의 청색광 투과의 정도들을 분석하고, 광중합기용 팁
의 장착과 보안경의 장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 및 관
련 기기 사용 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초 
정보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2.1 연구내용 및 연구도구
광중합기기에서 조사되는 청색광의 빛이 눈에 직・간

접적으로 주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광중합기용 
팁들과 치과용 보안경들에 대한 광투과율을 측정하였다.

광중합기용 팁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양과 
제조사가 다른 4가지 종류의 붉은색 계열 제품으로, 두께
는 팁 A, 팁 B, 팁 D의 경우 2mm두께, 팁 C는 5mm의 
두께인 것을 사용하였다. 보안경의 경우 노란색과 빨간색
을 띄는 보안경 그리고 노란색 보안경에 빨간색 필름을 
붙여 사용하는 보안경의 3가지 종류로 모두 1.8mm의 
두께를 보였다.

2.2 분석방법
UV-Vis 스펙트로미터(LAMBDA 265, Perkinelmer, 

Inc.)를 이용하여 광중합기용 팁들과 보안경들을  기기 
중앙의 빛이 통과하는 자리에 위치시키고 빛을 투과하였
다. 넓은 빛의 파장 범위 중 200nm에서 1000nm 사이 
파장의 빛들에 대한 투과율을 1.8nm 간격으로 나누어, 
팁들과 보안경을 종류별로 각각 3회 측정한 후 그 평균
값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팁들과 보안경들에 대한 200nm에서 1000nm 사
이 파장 중 가시광선과 청광 투과율을 살펴보았으며, 청
광차단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투과된 가시광선 파장 범
위 내에서 청광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한 팁과 보안경들의 빛 투
과율을 측정하여 눈에 해로운 자외선과 열작용이 강한 
적외선의 차단효과도 살펴보았다. 

빛은 200nm에서 1000nm 사이 파장범위 중 ANSI 
Z80.3 1986 규정에 준하여, 가시광선은 380nm에서 750nm 
사이 파장의 빛으로, 청광은 380nm에서 500nm로 분류
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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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도구 
Fig. 1과 같은 UV-Vis 스펙트로미터(LAMBDA 265, 

Perkinelmer, Inc.)를 이용하여, 모양과 두께가 다른 
Fig. 2와 같은 4 종류의 팁들과 Fig. 3과 같은3종류의 보
안경들에 대한 광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파장의 범위는 
200nm에서 1000nm 사이의 범위 로 측정하였다. 

Fig. 1. UV-Vis Spectrometer(LAMBDA 265, Perkinelmer, 
Inc.)

Fig. 2. Blue-light-blocking tips for the dental curing 
light unit

Fig. 3. Goggles when using a dental curing light unit

3.2 광투과율 스펙트럼 곡선 
UV-Vis 스펙트로미터(LAMBDA 265, Perkinelmer, 

Inc.)기기의 빛을 조사한 결과, 아래 Fig. 4와 같이 광투
과율 스펙트럼 곡선은 200nm～1,000nm사이에서 각 

팁들과 보안경들이 빛의 파장에 따른 투과율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4. Spectral transmittance curves for dental curing 
light unit tips and goggles

3.3 청광영역에서의 치과용 광중합기 팁들과 보안경
    들의 스펙트럼 투과율 곡선

200nm~1,000nm 사이의 넓은 파장의 영역 중 치과
용 광중합기에서 조사되는 청색광의 파장인 380nm에서 
500nm 사이의 청광 영역만의 스펙트럼 분포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광중합기용 팁에서는 팁 B와 C, 보안경에서는 보안경 
C에서 청광의 빛이 거의 투과되지 않는 비슷한 스펙트럼 
곡선을 보였다. 반면, 광중합기용 팁 A는 파장이 410nm
보다 긴 청색광 영역에서는 빛이 투과되지 않았으나, 파
장이 410nm보다 짧은 청광영역에서는 오히려 빛이 투
과되는 스펙트럼 분포를 보였으며, 보안경 A와 B는 빛의 
450nm 근처에서 광 투과율이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Fig. 5. Spectral transmittance curves of dental curing 
light unit(380nm-500nm) tips and go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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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치과용 광중합기 청광차단용 팁들과 보안경들의 
광투과율

가시광선의 범위인 380nm～750nm 사이 파장에서 
측정된 광투과율 평균값을 가시광선과 가시광선 중 단파
장에 해당되는 청색광, 자외선, 적외선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광투과율의 평균값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가시광선 투과율은 팁 B가 51.98%로 가장 높았
으며, 보안경 A가 27.34%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팁 
C 47.46%, 팁 A 46.38%, 보안경 C 46.09%, 팁 D 
38.18%, 보안경 B 35.05% 순으로 나타났다.

파장이 380nm～500nm 사이인 단파장 영역에 해당
되는 청광 투과율은 팁 D 0.12%, 팁 C와 보안경 C 
0.14%, 팁 B 0.73%, 팁 A 1.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안경 A가 3.98%로 청광투과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
안경 B는 3.31%로 나타났다.

Wave length 
(nm)

Light transmittance(%)

Tip A Tip B Tip C Tip D Goggle 
A

Go
gg

le B

Gogg
le C

380-750
(visual ray) 46.38 51.98 47.46 38.18 27.34 35.05 46.09

380-500
(blue light) 1.04 0.73 0.14 0.12 3.98 3.31 0.14

(blue 
light/visual ray) 0.75 0.47 0.10 0.10 4.85 3.15 0.10

200-380
(magnetic) 0.38 0.01 0.07 0.03 0.11 0.05 0.02

750-1000
(red ray) 92.5 93.68 91.50 94.90 41.82 81.20 93.97

Table 1. Light transmittance of dental curing light unit
tips and goggles

투과된 가시광선 중에서 청광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
한 결과, 팁 C와 D, 보안경 C가 0.10%를 보여 이는 투과
된 가시광선 중 청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청광 
차단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경 A와 B는 
각각 4.85%와 3.1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광 차단율
이 다른 보안경과 팁들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팁 A와 B는 각각 0.75%와 0.47%로 나타났다.

파장 200nm~380nm 사이의 자외선 투과율을 분석
한 결과는, 팁 A가 0.38%로 가장 높았고, 보안경 A가 
0.1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양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팁들과 보안경은 0.1% 미만으로 매
우 낮게 나타나 

모든 팁들과 보안경 모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장 750nm~1000nm 사이의 적외선 투과율은 보안
경 A가 41.82%로 가장 높아 열작용이 강한 적외선을 가
장 잘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경 B의 적외선 투
과율이 81.20%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
머지 다른 팁들과 보안경은 90%이상의 적외선 투과율을 
보여 적외선에 대한 차단율이 10%미만으로 적외선에 대
한 차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

치과에서 청색광을 이용한 광중합기 기기의 사용 증가
로 인한 시술자의 눈에 대한 외부자극을 줄이고자 광중
합기용 팁과 보안경의 빛 투과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4가지 종류의 광중합기
용 팁과 보안경 3종류를 분석하였다.

4가지 종류의 광중합기용 팁들 모두 청광 차단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경 중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보안경 C가 광중합기용 팁들과 비슷한 청광 투과
율을 보여, 노란색 계열의 보안경보다 청광 차단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팁들과 보안경들 모두 자외선 투과율이 매우 낮
게 나타나 청광과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외선 차단효과에 있어서는, 노란색 계열의 보안경 A
와 B는 어느 정도의 차단효과가 있었으나 붉은색 계열의 
보안경 C와 4가지 팁들 모두는 90%이상의 적외선 투과
율을 보여 적외선 차단에 대한 효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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