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외부에너지중합형)
(관련규격: ISO6874:2005)

1. 적용범위

이 기준규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소
분류 C16040.01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중 가시광선과 같은 외부 에너지 적용에 의해 경화하
는 제품(외부에너지 중합형 재료)에 적용된다.
2. 시험규격

2.1 물리화학적 시험
2.1.1 중합 깊이
3.4에 따라 시험할 때, 중합 깊이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색조가 있다면 모든 색조가 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2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한
다.
3. 시험방법

3.1 시험조건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이 없는 경우, 모든 시편을 (23 ± 1)℃에서 준비하고, 30% 이상의 상
대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냉장 보관을 요하는 시료는 시험 전에 (23 ± 1)℃가 되도록 한다.
제조자의 제시한 외부 에너지원 또는 추천되는 에너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2 육안검사
시료의 포장 및 표시사항, 이물질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3.3 시편의 준비
시편의 혼합 또는 그밖에 준비과정은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방법에 따른다. 시험조건은 3.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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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합깊이
3.4.1 시험기구
3.4.1.1 스테인리스강 몰드
높이 6㎜, 직경 4㎜의 원주형 시편을 제작할 수 있는 것
주) 몰드 이형제, 시편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경화반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예를 들어 3% 폴리비닐에테르 왁스를 헥산에 녹임)
3.4.1.2 두 장의 유리 슬라이드/판
몰드의 한쪽 면을 덮기에 충분한 면적을 갖는 유리 슬라이드나 유리판 두 장, 현미경 슬라
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
3.4.1.3 흰색 필터 종이
3.4.1.4 활성광을 투과시킬 수 있는 (예, 폴리에스테르) 두께 (50 ± 30)㎛의 필름
3.4.1.5 제조자가 추천한 외부에너지원
3.4.1.6 0.01㎜ 정확도의 마이크로미터
3.4.1.7 플라스틱 주걱
3.4.2 시험방법
유리판 위에 투명필름 깔고, 그 위에 몰드를 놓는다.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방법에 따라, 기
포가 함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몰드에 시료를 약간 넘치게 채운다. 두 번째 투명필름을 몰
드위에 올려놓은 후, 두 번째 유리판을 놓는다. 유리판 사이에 압력을 가하여, 과잉의 시료
를 제거한다. 필터 종이 위에 몰드를 놓고, 필름을 덮고 있는 유리판을 제거한 다음, 외부
에너지원의 조사구를 필름 위에 살짝 접촉시킨다. 최소 1.5㎜의 중합 깊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조자가 제시한 시간동안 광조사 한다.
광조사를 마친 즉시, 몰드에서 시편을 분리하고 플라스틱 혼합자를 이용하여 중합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다.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중합된 원주형 시편의 높이를 0.1㎜ 정확도로 측
정한다. 중합 깊이를 기록한다. 3회 실시한다.
3.4.3 결과의 평가
- 60 -

3회의 측정값이 모두 1.5㎜보다 크고 2.1.1을 만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만약 2개
이상이 1.5㎜ 미만이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4. 기재사항

4.1 분류
4.2 추천되는 외부 에너지원
4.3 광조사 시간

- 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