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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강화 포스트와 코어 축성 방법에 따른

강도에 한 비교

단국 학교 치과 학 보철학 교실

이자형․신수연

최근 심미 치과 수복이 발달하게 되면서 치은 연상 변연을 가진 부 도재 수복물을 하게 되는 경우 섬유 강화

포스트는 자연치와 유사한 반투명성을 보여 더욱 심미 으로 보이게 해 다. 섬유 강화 포스트인 석 섬유 포스

트와 유리 섬유 포스트로 수복시 코어 축성 방법을 달리한 5가지 군으로 분류하여 각 방법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 다. 발치된 45개의 치아를 사용하여 모두 근 치료를 시행하고 CEJ 상방 1mm 부 에서 치축에 수직이

되도록 주수하에 치 부를 삭하 다. A, B, C군은 #1 D.T. Light-post
Ⓡ
를 사용하 고, D, E군은 #1.5 LuxaPost

Ⓡ
를

사용하 다. A군은 제조사의 지시 로 D.T. Light-Post
Ⓡ
와 시멘트로는 DUO-LINK

TM
을 코어로는 LIGHT-CORE

TM
을

사용하 다. B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DUO-LINK
TM
을 포스트 착 후 코어를 축성하는 이 단계 방법을 사용하 고,

C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DOU-LINKTM를 사용하면서 포스트 착과 코어 축성을 동시에 시행하는 일단계 방법을

사용하 다. D군은 시멘트와 코어로 LuxaCore
Ⓡ
-Dual을 이단계 방법으로 축성하고, E군은 일단계 방법으로 축성하

다. ferrule 0mm로 치 을 삭제하여 속 으로 수복 후 45°로 기울여 CEJ 하방 2mm 까지 매몰 후 crosshead

speed 1mm/min로 강도를 측정하 다. 강도는 A, B, D, E, C군 순으로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통계 유의

성은 없었다. B군에서만 치근 이 나타났으며 모두 재수복이 불가능한 이었다. 양상은 모든 군에서

코어/치근 이 반 이상 나타났으며, B와 D군에서는 부분 재수복이 불가능한 이었다.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섬유 강화 포스트나 코어의 종류 그리고 코어 축성 방법이 치아 강도와는

큰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상을 보면 섬유 강화 포스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반 이상 나타났으며, 이단계 방법으로 코어를 축성한 군에서 그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일단계 방법으

로 코어를 축성하는 것이 재수복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임상 으로 사용 가능한 효율 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주요어: 섬유 강화 포스트, 강도, 양상, 코어 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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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근 치료를 하게 되고, 근 치료된 치아

는 생활치보다 생역학 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보철물을 유지하기 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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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아 구조물을 다시 형성하기 하여 포스트

와 코어의 사용이 필요하다.

포스트는 잔존 치근 내에서 코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치근을 강화시키는가 하는 에

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1) 한 복합수

지 재료와 착 기술이 발달하면서 치근 을

방지하기 한 보존 인 포스트의 설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치아의 수복 여

부에만 심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환자들의 심

미 인 욕구가 증가하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고

치아와 유사한지가 더 큰 건이 되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포스트와 코어 시스템을

체할 심미 인 재료의 개발과 검증이 요구되

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섬유 강화 포스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섬유 강화 포스트는 진 기질과 다양한 필러

를 혼합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종류로는 탄소 섬

유, 유리 섬유, 석 섬유 등이 있다. 섬유 강화

포스트는 상아질과 유사한 탄성율을 가지며 수

복된 치아에서 치근 의 험성이 다.
2,3)
강

성과 경도가 낮아 제거가 용이하며 강도는

높다. 빛 투과성이 높아 심미 이며 치근단 쪽의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하여 치질을 보존할 수 있

다. 한 제작이 빠르고 편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포스트의 유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보고되어 왔는데 포스

트의 길이, 디자인, 직경, 표면처리, 시멘트의 종

류 등이다.4,5,6) 특히 시멘트에 있어서 진 시멘

트는 다른 시멘트에서 얻을 수 없는 상아질에

한 포스트의 기계 이며 화학 인 착을 제공

한다.
7)
그러나, 치근으로의 빛 투과성은 투명한

포스트에서조차도 제한되기 때문에
8)
확실한

합을 해서는 진 콤포짓트나 시멘트가 dual

cure type의 사용이 필요하다.

한편 섬유 강화 포스트의 물성에 한 많은 연

구들이 있었는데, Assif와 Gorfil
9)
은 유리 섬유 포

스트의 탄성율이 지르코니윰이나 티타늄보다 치

아와 더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Mannocci 등은 포

스트와 코어로 수복을 한 치아에 간헐 인 부하

를 가하는 실험을 통하여 유리 섬유 포스트가 지

르코니아 포스트에 비해 치근 의 험성이

다고 보고했으며, 5년간의 임상 평가에서

통 인 아말감 코어보다 섬유 강화 포스트와

진 코어가 소구치의 치근 을 방지한다고 보

고하 다.10,11) Akkayan 과 Gulmez2)는 4가지 서로

다른 포스트의 항성을 비교하 는데 석

섬유 포스트가 유리섬유, 지르코니아, 티타늄

포스트보다 항성이 더 크다고 하 으며,

한 석 섬유와 유리 섬유 포스트가 지르코니

움이나 티타늄 포스트보다 치아의 재 치료가 가

능한 을 가져온다고 보고하 다. Malferrari

등
12)
은 180개 치아의 30개월에 걸친 임상 평가에

서 석 섬유 포스트는 1.7%의 실패율을 보이며

모두 재 수복이 가능했다고 보고하 다. Shim 등
13)
은 섬유 강화 포스트와 콤포짓트 진 코어를

발거된 자연치에 시술하고 코어 상에 경사 하

을 가한 실험에서 양상이 부분 포스트와

코어의 계면에서부터 포스트 주 로 이 일

어났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이처럼 섬유 강화

포스트 자체에 한 실험들은 많았으나, 코어의

축성 방법이나 시멘트의 결합력에 련된 연구

는 비교 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섬유 강화 포스트를 사용

하여 보철 수복할 때 코어의 종류와 형성 방법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치아의 강도를 비

교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방법

1. 연구 재료

1) 섬유 강화 포스트 코어

본 실험에서는 섬유 강화 포스트로 D.T.

Light-post
®
(BISCO, Inc, Illinois, U.S.A.)와

LuxaPost®(DMG, Hamburg, Germany)를 사용하

다(Tabl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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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anufacturer

D.T. Light-Post® BISCO, Inc, Illinois, U.S.A.

DUO-LINKTM BISCO, Inc, Illinois, U.S.A.

ONE-STEP
®

BISCO, Inc, Illinois, U.S.A.

LIGHT-CORE
TM

BISCO, Inc, Illinois, U.S.A.

LuxaPost
®

DMG, Hamburg, Germany

Contax
®

DMG, Hamburg, Germany

LuxaCore®-Dual DMG, Hamburg, Germany

Table Ⅰ.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2) 상 치아

발거된 하악 소구치 45개를 실험에 사용하

다. 치아는 우식이나 의 양상이 없는 건 한

소구치로 발거 후 3% NaOCl 용액에 2시간동안

처리 후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4℃의 0.9% 생리

식염수에 보 하 다. 치아의 크기는 백악 법랑

경계의 최하방선을 기 으로 면, 설면, 근심면,

그리고 원심면을 계측하 다. 치근단에서 근원

심면 백악 법랑 경계까지 평균 길이는

13.9±0.5mm 이었고, 백악 법랑 경계상의 설면

폭경은 평균 7.9±0.5mm, 근원심 폭경은 평균

5.2±0.3mm이었다.

Group Post Cement Core N Remark

A
D.T.

LIGHT-POST
® DUO-LINK

TM
LIGHT-CORE

TM 9

B
D.T.

LIGHT-POST®
DUO-LINK

TM
DUO-LINK

TM 9 core build-up after post cementation

C
D.T.

LIGHT-POST
® DUO-LINKTM DUO-LINKTM 9 post cementation and core build-up at the same time

D LuxaPost® LuxaCore®-Dual LuxaCore®-Dual 9 core build-up after post cementation

E LuxaPost
®

LuxaCore
®
-Dual LuxaCore

®
-Dual 9 post cementation and core build-up at the same time

Table Ⅱ.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2. 연구 방법

1) 치아 시편 제작

모든 치아는 통상 방법 로 근 치료를 시

행하 다. 치수강과 근 의 윗부분까지는 카바

이드 라운드 버를 이용하여 삭제하 다. 근 은

#40 일까지 확장하고 매 단계마다 생리 식염

수로 세척하 다. 근 을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

시킨 후 근 충 재(gutta-percha cone)와 재

로 근 을 충 하 다. 모든 치아의 치 부 삭제

시, 동일한 높이의 치은연상 잔존 치 부 치질을

남기기 하여 백악 법랑 경계면의 최하방선을

기 으로 1mm 상방에서 치아 장축에 수직이 되

도록 다아아몬드 버를 이용하여 주수 냉각 하에

단하 다.

2) 포스트 착 코어 축성

포스트와 시멘트의 종류, 코어 축성 방법에 따

라 5군으로 분류하 다(Table Ⅱ).

모든 치아의 포스트 공간은 CEJ에서 8mm까지

9mm 깊이로 형성하 다. Gate Glidden

drill(Dentsply Maillefer, Ballaigues, Switzerland)로

근 충 재를 제거한 후 각 시스템에서 사용하

는 버로 근 을 형성하 다.

D.T. Light-post®를 사용하는 A, B, C군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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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rill로, LuxaPost®를 사용하는 D, E군은

LuxaPost drill로 근 을 형성하 다. 그 후 A, B,

C군은 15 간 UNI-ETCH(BISCO, Inc, Illinois,

U.S.A.)로 산부식 후 수세, 건조 하 다. ONE-

STEP
®
용 후 약하게 10 동안 건조시킨 후

합을 10 간 하 다. D, E군은 근 을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 후 Contax primer를 20 간 도포한

후 Contax bond를 다시 20 간 도포한다. 그리고

약하게 건조시킨 후 합을 20 간 하 다.

A군은 조군으로서 D.T. Light-post
®
를 DUO-

LINK
TM
로 착 후 합을 40 동안 하고,

LIGHT-CORE
TM
로 코어 축성 후 합을 40

동안 하 다.

B군은 시멘트로 사용한 DUO-LINK
TM
를 코어

로 사용하 다. D.T. Light-post
®
를 DUO-LINK

TM

로 착 후 합을 40 동안 하고,

DUO-LINK
TM
로 코어 축성 후 합을 40 하

다.

C군은 D.T. Light-post®를 DUO-LINKTM로 착

과 코어 축성을 같이 시행한 후 합을 40

동안 하 다.

D군은 LuxaPost
®
를 LuxaCore

®
-Dual로 착 후

합을 20 동안 시행 하고, 다시 LuxaCore
®
-Dual로 코어 축성한 후 합을 20 동안 시

행하 다.

E군은 LuxaCore
®
-Dual로 LuxaPost

®
의 착과

코어 축성을 같이 시행한 후 합을 40 동안

하 다.

3) 지 치 삭제

치축에 가능한 평행하도록 코어 축성 부분을

삭제하 다. 변연은 1mm폭의 chamfer로 형성하

으며, 삭제 후 치 의 높이는 4mm가 되도록

하 다(Fig. 1). 소구치의 교합면을 형성하고

측에 45° 각도로 사면을 형성하여 이차 포매시

바닥면과 평행하도록 하 다. 의 변연은 코

어와 치면의 면에 형성하 기 때문에 ferrule

은 0mm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주수 하에 고

속 다이아몬드 버로 시행하 다.

Fig. 1. Schematic design of the specimen.

4) 속 제작과 착

속 은 통상 인 보철물 제작 방법에 따라

실리콘 인상재로 인상 채득 후 매몰과 주조 과정

을 거쳐 제작하 다. 1mm 두께로 제작된 속

을 각 치아에 시 해 본 후 코어 부분을 15 간

산부식하고 수세, 건조 후에 ONE-STEP
®
을 도포

하고 10 동안 합 한 후 DUO-LINKTM로

착하 다.

5) 시편 고정

각 치아는 자가 합 아크릴릭 진(Ortho-jet:

Lang Dental Manufacturing Co., Inc., Wheeling, IL,

U.S.A.)으로 CEJ에서 2mm 하방 즉 속 경계

에서 3mm 하방까지 포매하 다. 측 사면이

를 향하여 바닥면에 평행하도록 치아 장축에 45°

로 기울여 이차 포매하 다(Fig. 2).

6) 강도 측정

모든 치아 시편은 만능 시험기 InstronⓇ

5583(Instron Co., Canton, MA., U.S.A.)을 사용하

여 각 군의 강도를 측정하 다. 1mm/min의

cross-head speed로 측 사면에 압축력이 가해지

도록 시편에 직각 방향으로 힘을 주었다. 시편이

되는 시 의 최 하 (kN)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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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mbedded specimen in a resin block. A. Primary embedding B. Secondary embedding

7) 통계 처리

얻어진 결과는 도우용 SPSS
®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유의 수 95%로 one-way ANOVA를 이

용하여 각 군 간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1 1.833 0.694 0.968 0.991 0.623

2 1.324 1.419 0.605 0.923 0.689

3 0.962 2.507 0.931 2.167 2.405

4 0.724 1.155 1.106 0.725 1.516

5 1.700 1.417 1.641 2.417 0.849

6 0.964 1.000 1.081 0.586 0.920

7 0.871 1.768 1.018 1.540 0.529

8 1.634 0.343 0.672 0.653 0.511

9 0.893 0.510 0.713 0.576 0.950

Mean 1.212 1.201 0.971 1.175 0.999

SD 0.418 0.674 0.310 0.702 0.609

SD: standard deviation

Table Ⅲ. Results of fracture strength of specimen groups. (unit : kN)

결 과

1. 강도

각 군의 강도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Ⅲ,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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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n of fracture strength.

실험에서 나타난 강도 평균은 A군에서

1.212kN, B군에서 1.201kN, C군은 0.971kN, D군

은 1.175kN, E군은 0.999kN이었다. A, B, D군에

A B C

Fig. 4. Fracture patterns of the specimens. A. core fracture, B. core/root fracture, C. root fractue.

Group
site of fracture above acrylic

resin(favorable)

site of fracture below acrylic

resin(unfavorable)

core fx. core/root fx. root fx. core/root fx.

A Light-post/Light core 4 0 0 5

B Light-post/Duo-Link(two-step) 1 0 3 5

C Light-post/Duo-Link(one-step) 4 0 0 5

D LuxaPost/LuxaCore-Dual(two-step) 2 0 0 7

E LuxaPost/LuxaCore-Dual(one-step) 4 0 0 5

Table Ⅳ. Fracture pattern of specimen groups.

비해 C, E군이 작은 값을 나타났으나 각 군 사이

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양상

모든 선이포매한 진 상방에 치하는경

우 재수복이 가능한 , 선이 포매한 진

하방으로 들어가는 경우 재수복이 불가능한

로분류하 다. 한코어와치면사이에서만

이 일어난 것을 코어 로 분류하 고, 코어와

치면 사이 일부와 치근까지 이 나타난 것을

코어/치근 이라고 하고, 치근에서만 이

일어난 것을 치근 이라고 하 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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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코어/치근 과 치근 은 포매

한 진 하방에서 이 나타난 재수복이 불가

능한 이었다.

각 군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Table Ⅳ).

코어 은 A, C, E군에서 같은 수로 나타났

으며 B군과 D군은 각각 1, 2개 시편에서 나타났

다. 코어/치근 은 모든 군에서 가장 다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D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치근 은 B군에서만 나타났다.

모든 군에서 재수복이 가능한 보다는 재

수복이 불가능한 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특

히 B군과 D군에서 그 수가 많이 나타났다.

총 고안

치 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여 잔존 치질만으

로 유지 항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근 내에

포스트를 제작하여 유지를 얻고 코어를 제작하

여 인공치 을 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근 치료

된 치아는 평균 9% 이상의 수분이 상실되어 치

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4)

기의 포스트

의 목 은 근 치료된 치아의 치근 강화 으나,

재는 코어를 유지하고 치아에 가해지는 교합

력을 치근을 통하여 치조골 내부로 분산시키기

해 포스트를 시술하고 있다.15) 그러나 포스트

코어에 의한 치아 수복의 실패율은 비교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16)
포스트의 유지력 부족으로

인한 보철물의 탈락, 포스트 코어의 , 치근

등의 실패가 보고되었다.
17,18)

이와 같은 포

스트의 실패에 여러 요인이 여하겠지만 이들

몇 가지 요인은 포스트의 물리 특성과 련

이 있고
19)
이를 극복하기 해 취약한 물리 특

성을 개선시킨 다양한 재질의 포스트가 소개되

었다.

한 심미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 기를 따

라 치과 치료 한 심미 인 치료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여러 가지의 자연치 유사 색상 포스트

와 코어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이상 인 포스트

의 물성을 만족시키기 해서 진 섬유, 석

섬유 재료와 같은 비 속 재료를 이용한 기성 포

스트가 소개되었으며 임상 결과도 좋다고 보고

되었다.
10,20)

이러한 포스트들은 완 도재 의

보편화로 빛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심미성을 향

상시키고
21)
기존의 속 재료보다 탄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치근 을 방지함과 동시에

실패 시 포스트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 다.22) 그

러나 심미 인 경향에 따른 최근의 포스트와 코

어는 빛의 투과성은 높다고 많은 보고가 있었으

나, 시멘트의 합착과 코어의 축성 방법에 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코어로 사용되는 물질은 아말감, 강화형 GI,

콤포머, 콤포짓트 진 등이다. 하지만 완 도재

하방에 사용되는 코어는 색상, 치아 구조에

한 착성,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포

스트와 물리 성질이 비슷한 코어를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이것은 포스트와 코어 사이에 강

한 결합을 제공하여 미세 출과 실패의 가능성

을 여 다23). 본 연구에서 코어로 콤포짓트

진인 LIGHT-CORE
TM
와 진 시멘트인 DUO-

LINK
TM
와 LuxaCore

Ⓡ
-Dual를 사용하 으나,

강도 비교 시 각 코어 재료간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콤포짓트 진과 진 시멘트의 재

료 성질이 비슷한 결과로 생각된다. 한 코어

자체의 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ferrule

효과 없이 속 을 제작하 기 때문으로 생각

되며 양상에 있어서도 코어 재료에 따른 차

이는 찰되지 않았다.

한편, 포스트 재료와 ferrule design이 근 치

료된 치아의 항성에 유의한 요소임을 보

고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24-28) 그리고, Sorensen

과 Engelman
1)
은 수복 치 변연부 상방으로 남

아있는 잔존 치질의 양이 강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라고 했으며, Akkayan
29)
은 섬유 강화

포스트는 2.0mm 이상의 ferrule 길이가 필요하다

고 보고 하 다. 본 실험에서는 ferrule 효과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치 자체 강도의 차

이, 각 치아 시편의 치근의 형태나 내부 근 의

크기 등에 따른 잔존 치질양의 차이 등이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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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강도에 향을 주어 표 편차 수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약한 포스트는 코어와 사이에 남겨진 치

질의 양이 었을 때, 필연 으로 불리할 수 있

다. Ferrule 효과가 없거나 작았을 때 교합력은 결

과 으로 코어의 미세 움직임과 포스트의 휨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도재 경계의 시멘트

이 짧은 시간 내에 괴될 수 있고, 이차 우

식과 미세 출이 발생될 것이다.
30)
이러한 을

고려할 때, ferrule 효과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잔존 치 부 손상이 큰 경우에는 변 량이 은

포스트로 수복하고, 잔존 치 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응력 분산효과가 좋은 복합 진

코어-섬유 강화 포스트의 사용이 유용한 방법으

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코어 축성 방법이 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두 가지 코어 축

성 방법을 5개 실험군들에 이용하 다. 하나는

포스트 합착 후 코어 축성을 하고 합시키는 이

단계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 착과 코어

축성을 동시에 시행하는 일단계 방법이다. 즉 B

군과 D군은 이 단계 방법으로 C군과 E군은 일단

계 방법을 사용하 다. 이단계 방법을 사용한다

면 순차 과정을 통해 합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있고 진의 합 수축량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됨

에 따라 타액이나 이물질로 치면이 오염될 가능

성도 증가한다. 반 로 일단계 방법을 사용할 경

우에는 임상 으로 편리하며 시간이 약되고

치면이 오염될 가능성도 감소하지만 진의

합 수축량이 증가하면서 미세 출이 생길 가능

성이 증가한다.

석 섬유 포스트인 D.T. Light-post
Ⓡ
와 유리

섬유 포스트인 LuxaPost
Ⓡ
모두에서 일단계 방법

보다는 이단계 방법에서 통계 유의성은 없었

으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로 볼 때 어떤 방법이든 정확히 시행한다면 코

어를 축성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로 하 은 구강 내에서 임상 으로 다

른 문제 을 야기하여 작은 강도로 을 유발

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31)
Oliva 등

32)
과

Larson 등
33)
은 복합 진 코어는 계속 인 합

반응 높은 열팽창 계수 등으로 인하여 온도변

화에 의한 미세 출로 장기 인 성공에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열순환을 통하여

장기간의 미세 출이 강도와 양상에 미

치는 향에 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양상을 보면 섬유 강화 포스트를

사용하고 ferrule 효과를 주지 않았기 때문

에 재수복이 가능한 이 다수 나타나리라

상하 지만, 반 로 모든 군에서 재수복이 불가

능한 이 반 이상 나타났으며 이단계 방법

으로 코어를 축성한 군에서 그 수가 더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강도에도 통계 유의

성이 없으며 재수복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임상

시간을 단축시키는 을 고려한다면 일단계 방

법으로 코어를 축성하는 것도 임상에 용 가능

한 효율 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는 많은 변수와 향을 주는 요소들

이 무한하기 때문에 피로 하 에 의한 향이나

열순환을 이용한 미세 출과 련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유 강화 포스트와 코어 축성

방법에 따른 강도와 양상을 비교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강도는 A, B, D, E, C군 순으로 작은 값

을 나타냈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2. B군(Light post/DUO-LINK, 이단계 방법)에서

만 치근 이 나타났으며, 모두 재수복이

불가능한 이었다.

3. 양상은 모든 군에서 재수복이 불가능한

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A, C, E군과 비교

하여 B, D군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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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섬유 강화 포스트나 코어

의 종류 그리고 코어 축성 방법이 치아 강

도와는 큰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코어 축성 방법에 따른 강도와 양상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일단

계 방법도 임상 으로 용 가능한 효율 인 방

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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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n the Fracture Strength Depending

on the Fiber Post and Core Build-up

Ja-Hyoung Lee, Sooyeon Shi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A common procedure of restoration of endodonticlly treated tooth with fiber-reinforced post is followed by core build-up

after post cementation. However, this technique is complex and time-consuming.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fracture strength of premolar, restored with various methods of core fabrications on fiber-reinforced posts and casting metal

restoration. Forty five freshly extracted human mandibular premolars were obtained and devided into 5 groups acconding

to the type of post and methods of core build-up. In Group A, D.T. Light-post
Ⓡ
were cemented with DUO-LINK

TM
and

then LIGHT-CORE
TM
was used for core restoration. In Group B, D.T. Light-post

Ⓡ
and DUO-LINK

TM
were used for

cementing in the postspace, and DUO-LINKTM was used again for core restoration. In Group C, Light-postⓇ bonding and

the core build-up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by using DUO-LINK
TM
. In Group D, LuxaPost

Ⓡ
was bonded by using

LuxaCore
Ⓡ
-Dual. Again, LuxaCore

Ⓡ
-Dual was used for core restoration. In Group E, LuxaPost

Ⓡ
bonding and the core

build-up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by using LuxaCore
Ⓡ
-Dual. Axial reduction was formed parallelly as possible and

45 degree bevel was made at buccal occlusal surface. Crowns were fabricated and cemented. Each tooth was embedded

in self-curing acrylic resin to the level of 2mm below the CEJ. Specimens were fixed on universal testing machin such

that the axis of the tooth was at 45 degree inclination to the horizontal plane, and compressive force was applied at a

crosshead speed of 1mm/min until failure occurred. The mean fracture strength was the highest in group A followed by

descending order in group B, D, E and C.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with

regard to the fracture strength. The type of the post or build-up methods of the core does not seem to influence the fracture

strength.

Key words: Fiber-reinforced resin post, Fracture strength, Fracture pattern, Methods of core 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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