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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교정이란 학문에 입문한 지 4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참 많은 교수
님들과 여러 동료들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저를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

신 최광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바쁘신 중에도 따뜻한 관
심과 충고로 심사를 해주신 김경호 교수님과 금기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
니다.또한 저를 교정학에 입문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유
영규 교수님,손병화 교수님,박영철 교수님,백형선 교수님,황충주 교수
님,유형석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 연구 방법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치과 재료학 교실의 김광

만 교수님과 이상배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병원 생활과 논문이 나오기 까지 많은 도움과 격려를 준 영동 교정과

의국원 식구들과 선배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른이 넘도록 늘 걱정만 끼쳐드리는 제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시는 부

모님께 어떻게 감사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든든하게 제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생 태남이에게도 감사한
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5년 6월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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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FFFiiibbbeeerrrrrreeeiiinnnfffooorrrccceeedddcccooommmpppooosssiiittteeerrreeepppaaaiiirrr후후후의의의 접접접합합합 강강강도도도

교정 치료 시 사용되는 fiberreinforcedcomposite(FRC)은 구강 내에서 저
작압 등의 지속적인 응력과 수분 흡수 등의 이유로 파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모든 FRC를 제거하지 않고 repair하는 경우 때 적절한 강도를 얻기 위해
첨가해야 할 FRC의 양 및 그 파절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개의 FRCstrips(FibreKor®,Jeneric/PentronInc.,Wallingford,USA)를 1,

2,3,그리고 4mm 만큼 겹쳐 (E1,E2,E3,E4군)시편을 만드는 방법으로 repair
를 재현한 후 lightemittingdiode(LED)light로 광중합하고,3점 굽힘 실험을 시
행하여 겹친 길이와 접합 강도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대 하중치는 E4군에서 2.67N으로 최대였고,대조군 (2.39N),E3군 (2.35N),E2

군 (2.10N),그리고 E1군 (1.75N)의 순이었다.강성(stiffness)역시 최대 하중치와
같이 E4군 (2.32N/mm)에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E3군 (2.06N/mm)의 강성이
대조군 (1.88N/mm)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겹치는 길이가 길수록 완전히 두 조
각으로 파절되기보다 가운데 또는 criticalsection부위에서 bending양상을 보였
다.반면 겹치는 길이가 짧은 경우 두 조각으로 부러지는 파절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에서 FibreKor®의 repair시 적절한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FRC

strips를 3mm 이상 겹쳐야 하고,이 때 주로 나타나는 실패 양상인 bending을 최
소화하기 위해 연결 부위에 바로 인접하여 두께가 급격하게 변하는 critical
section부위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FRC(fiberreinforcedcomposite),repair,접합 강도,최대 하중,
파절 양상,3점 굽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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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bbbeeerrrrrreeeiiinnnfffooorrrccceeedddcccooommmpppooosssiiittteeerrreeepppaaaiiirrr후후후의의의
접접접합합합 강강강도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최 광 철 부교수)

김 민 정

III...서서서 론론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재료들을 결합한 컴포지트 재료를 이용하면 단일 재료
를 사용할 때 보다 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다.Fiberreinforced
composite(FRC)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중합체 기질 (polymermatrix)에 fiber를 첨가한 것으로 (Schwartz,
1996),컴포지트의 강성 (stiffness),강도 (strength),인성 (toughness)과 피로 저
항 (fatigueresistance)을 유의성 있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Issac,
1997).중합체 기질로 통상의 광중합 thermosetbis-GMA를 사용하는데 fibers사
이의 응력 (stress)을 전달하고 서로를 결합시키는 접착제로서 역할을 하며,fiber
는 그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전달할 때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여러 종류의 fiber중 치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무정형의 등방성 (isotropic)인
glassfiber는 심미적인 translucency와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며 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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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이 낮고,열 및 전기적 자극에 매우 훌륭한 절연체이다.
Long continuous fiber로 강화된 FRC는 우주선,자동차,선박 제작 및

recreationalengineering 등의 다양한 산업용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Goldgerg와 Burstone,1992).최근 몇 년간 치과의 수복 영역,즉 endodonticpost
(Purton과 Payne,1996;Drummond,2000),고정식 보철물 (Rifkin,1998)및 의치
상 레진 (Vallittu와 Lassila,1992;Vallittu와 Lassila,1994)등의 강화나 splints
(Friskopp와 Bolmlof,1984)에도 도입되어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교정 영역
에서의 사용도 보고되고 있다 (Burstone과 Kuhlberg,2000;Karaman등,2002;최
등,2004).치과 영역에서 FRC를 사용할 때는 기계적 성질 향상 이외에도 심미성,
최종 단면 형성의 용이성 및 임상가들에 의한 사용의 편리성 또는 단순화 등이
요구된다 (Hambrook과 Hastings,1995;Kama,1996;Strassler와 Serio,1997).
교정 영역에서 FRC는 여러 치아를 한 단위로 묶는 connector의 형태로

passive anchorage 또는 active movement unit으로 사용된다 (Burstone과
Kuhlberg,2000).그러나 2-3년의 평균 교정 치료 기간 중 구강 내에서 저작압 등
의 지속적인 응력이나 수분 흡수에 의해 재료의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전통적
으로 보철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FRC를 이용한 고정식 보철물 등의
repair strength에 관한 몇몇 보고는 있으나 교정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connector형태의 장치 파절 시 repair후 접합 강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또한 FRC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연구들은 실험의 ISO 규격화가 필요한 탓에

교정 치료 시 구강 내에 적용할 수 없는 크기나 형태의 틀을 사용하여 시편을 제
작하거나 (Miettinen와 Vallittu,1996;Parr와 Rueggeberg,2002)시편의 중합 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 (Karmaker와 Prasad,2000)들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화된 두 FRCstrips을 겹치는 방법으로 repair를 재

현하고,그 겹침 길이를 임상적 한도 내에서 다양화 시킨 후 3점 굽힘 실험을 시
행하였을 때 강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얼마만큼 겹치면 원래와 같은 강도를 얻을
수 있는지 임상에서 실제 응용할 수 있는 guideline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또한 겹
치는 길이에 따라 그 파절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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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실실실험험험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1.실험 재료

상품명 FibreKor® (Jeneric/PentronInc.,Wallingford,USA)인 pre-impregnated
glassfibercompositetape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1.FibreKor.unidirectionaltypefiberreinforcedcomposite

FibreKor®는 continuous,unidirectionalS-glassfiber가 dimethacrylatebased
dentalresin에 묻힌 것으로 약 42vol%의 fiber를 함유하고 있다 (그림 1).

2.시편 제작

FRC의 cellulosestrip제거 시 폭과 두께는 가능한 제작되어 나온 자체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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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유지하고,길이가 15mm인 직사각형 형태의 시편을 만들었다.겹침 부위가
없는 15mm의 FRC시편을 대조군으로 하였고,가운데 부위에서 1mm 부터 4mm
까지 1mm 간격으로 증가된 겹침 길이를 갖는 시편을 실험군으로 하여 각각을
E1,E2E3,그리고 E4군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시편을 겹칠 때 최소한의
flowableresin(Flow line®®®:HeraeusKulzer,Inc.,SouthBend,U.S.A.)을 적용한
후 가벼운 압력을 가해 접합시킨 후 중합하였다.각 실험군의 시편의 수는 6개였
고,시편의 크기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aaaa

bbbb

cccc

LLLL aaaa

bbbb

cccc

LLLL

Fig.2.Schematicdrawingoftestspecimen

Table1.Themeanthicknessandwidth(mm).

a:thicknessofsinglelayerpart,b:thicknessofthedoublelayerpart
c:width

검체의 가장 얇은 부분의 평균 두께는 0.26± 0.00mm,가장 두꺼운 부분의 평
균 두께는 0.39± 0.01mm 였고, 평균 너비는 1.83 ± 0.02mm였다. 

시편의 중합은 광강도 800mW/cm2의 lightemitting diode (LED)light인

a  b c 

E1 group 0.26 ± 0.02 0.38 ± 0.04 1.81 ± 0.04

E2 group 0.26 ± 0.03 0.38 ± 0.03 1.83 ± 0.08

E3 group 0.26 ± 0.02 0.40 ± 0.03 1.87 ± 0.08

E4 group 0.26 ± 0.01 0.40 ± 0.00 1.81 ± 0.08 

Control group 0.25 ± 0.03 · 1.82 ±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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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parTM FreeLight2(3M ESPE,USA)를 이용하였고,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
어 20초씩 5mm 단위로 3번 중합한 뒤 뒤집어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다.제조자에
따르면 일반 복합 레진의 중합 시 20초를 권하고 있으나 충분한 중합을 위해 시
간을 두 배로 하였다.

3.실험 방법

(1)3점 굽힘 실험

재료에서 파절이나 영구 변형이 일어나는 최대 강도 값을 얻기 위해 3점 굽힘
실험 (spanlength=10mm)을 시행하였다.Cross-headspeed1.5mm/min의 압축
모드 하에서 만능 물성 시험기 (Instron,Model 3366,Instron Co.,High
Wycombe,U.K.)를 이용하였고,SeriesIXTM/s(version8.32)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 하중치와 함께 하중/변형 그래프를 얻었다.만능 물성 시험기의 측정치의 정
확성은 0.01N 까지였다.양측에 unsupportedend를 갖는 anvil에 시편을 올려놓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파절 또는 영구 변형이 관찰될 때 까지 fiber방향에 수직으
로 하중을 가하였다.측정치는 뉴우튼 (N)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3-a,b).

Fig.3-a.Schematicview ofthree-pointbendingtest(P:appliedload,
L:spanlength,h:heightofspecimen,B:breadthofspecimen)
-Left:stressdistributionpatternofspecimen(thehigheststressin

themiddleofthespecimen:σ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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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b.Theclose-upview ofinstron,model3366.

각 실험군의 강성값은 각 시편의 하중/변형 그래프의 직선 부위의 기울기로부
터 구하였다

(2)파절 양상

하중을 가했을 때 두 FRCstrips를 겹치는 길이에 따라 시편의 파절 양상 사
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체를 육안으로 검진하였다.검체가 파절 또
는 영구 변형 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였고,파절 양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4-6).
A.검체가 두 조각으로 완전히 파절된 경우

Fig.4.FRCspecimencompletelyfractured
intotwo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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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끊어진 부위 없이 완전히 휘기만 한 경우

Fig.5.FRCspecimenwithjustbending
withoutfracture

C.일부는 파절되었으나 일부는 fibers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Fig.6.FRCspecimenpartiallyconnected
withglassfibers

전체 검체에서 변화가 일어난 부위가 가운데 (대조군은 거의 중앙 부위,실험
군은 시편이 두 겹에서 한 겹으로 갑자기 얇아지는 criticalsection부위,그림 7)
였으므로,파절 부위에 관한 고려는 분류에 넣지 않았다.

Fig.7.Criticalsection
:ThearrowsindicatesuddenchangesinthicknessofFRCspecimen

(3)결과 분석

최대 하중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MicrosoftExcelprogram으로 계산하였
다.실험군 간의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ANOVA test를 시행한
후 차이가 발생한 경우 Duncan'smultiplerangetest를 시행하여 사후 검증을 하
였다.강성의 경우 Program R (version2.1,ViennaUniversityofTechnology,
Austria)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고,KernelRegressionSmoother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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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추정한 후 그 추정한 선의 최대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을 한 결과로 그래프를 그렸다.
모든 분석은 95%의 유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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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3점 굽힘 실험

3점 굽힘 실험 시 최대 하중치가 표2에 요약되어 있다.대조군 최대 하중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2.39±0.41N으로 E3군과 비슷하나 E4군 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E1군은 E2군을 제외한 전 실험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고,E2
군은 E4군과만 차이를 보였다.또한 E2군,E3군과 대조군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E3군,E4군 및 대조군 사이에도 유의성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2.Maximum loadineachgroup

Maximum 

Load (N)

Groups Mean S.D.

E1 group 1.75 0.62    *   *    *

E2 group 2.10 0.25   *

E3 group 2.35 0.19

E4 group 2.67 0.32

Control group 2.39 0.41

S.D.:StandardDeviation,lineswith*:statisticallysignificanta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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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load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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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Maximum loadsinaccordancewitheachgroup

각 시편의 하중/변형 그래프와 각 실험군의 강성값은 각각 그림 9-13과 표3에
제시되어 있다.E1군과 E4군,그리고 E2군과 E4군 사이에 각각 통계학적인 유의
성이 발견되었다.강성 역시 최대 하중치와 같이 E4군에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조군보다 E3군에서 더 큰 값을 기록했다
는 점이 최대 하중치와의 다른 점이었다.

Table3.Stiffnessineachgroup

Stiffness(N/mm)

Groups Mean S.D.

E1 group 1.33 0.58    *

E2 group 1.72 0.25     *  

E3 group 2.06 0.19

E4 group 2.32 0.22

Control group 1.88 0.30

S.D.:StandardDeviation,lineswith*:statisticallysignificanta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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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deflectioncurveofcontrolgroup

Fig9.Load/deflectioncurveandthestiffnessinthecontrolgroup.

Load/deflectioncurveofE1group Load/deflectioncurveofE2group

Fig.10.Load/deflectioncurveand Fig.11.Load/deflectioncurveand
thestiffnessintheE1group. thestiffnessintheE2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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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deflectioncurveofE3group Load/deflectioncurveofE4group

Fig.12.Load/deflectioncurveand Fig.13.Load/deflectioncurveand
thestiffnessintheE3group thestiffnessintheE4group

(2)파절 양상

3점 굽힘 실험의 결과 실험군 및 대조군의 모든 시편에서 파절 또는 영구 변
형을 보였으나 그 파절 양상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대조군의 경우 측
정된 하중치까지 파절 없이 완전 굽힘의 형태만을 보였으나 다른 실험군의 경우
시편이 휘거나 부러지는 양상을 보였다.E1군에서는 접합부에서 끊겨 두 조각으로
부러진 시편이 33%인 반면 다른 실험군에서는 두 조각으로 완전 파절된 경우 없
이 휘거나 일부만 fiber로 연결된 파절 양상을 나타내었고,접촉 길이가 길어질수
록 휘어지는 빈도 (E4군에서 83%)가 더 크게 나타났다.파절 양상은 표 4에 요약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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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ThefailuremodesofthetestFRCspecimenswithdifferent
contactlengths
(A.FRCspecimencompletelyfracturedintotwopieces
B.FRCspecimenwithjustbendingwithoutfracture
C.FRCspecimenpartiallyconnectedwithglassfibers)

A B C
Group n(%) n(%) n(%) total
E1group 2(33%) 0 4(67%) 6(100%)
E2group 0 2(33%) 4(67%) 6(100%)
E3group 0 4(67%) 2(33%) 6(100%)
E4group 0 5(83%) 1(17%) 6(100%)
Controlgroup 0 6(100%) 0 6(100%)

Bending이 일어난 부위는 대조군 시편에서는 가운데 부분이었고,실험군
시편에서는 두 시편이 한 시편 두께로 갑자기 얇아지는 criticalsection부위
였다.파절은 접촉 부위가 분리되는 adhesivefailure양상이었으나 완전한
adhesivefailure인지 육안 관찰만으로는 정확히 판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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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FRC는 최근 교정 영역에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2-3년의 치료 기간 중
저작압이나 기계적 자극 등에 의해 파절이 일어날 수 있다.다행스럽게도 재료 자
체의 특성 때문에 임상 사용 중 파절이 일어나도 장치 전체를 제거해야 할 필요
는 없다.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장치를 부분적으로 repair할 때 얼마만큼의 길
이를 겹쳐야 최소 대조군 이상의 파절 강도를 얻을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FRC 시편에 대해 3점 굽힘 실험을 시행하였다.3점 굽힘 실험은 FRC와
같이 특히 brittle하게 파절 되는 경향을 갖는 치과 재료의 실험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실험 결과 대조군을 포함한 전체 실험군 중에서 E4군이 가장 높은 최대 하
중 값을 나타내었고,E1군에서 가장 적은 최대 하중 값을 보였다.Duncan의
multiplerangetest에서 E2군,E3군 및 대조군 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고,
또한 E3군,E4군 및 대조군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두 개의 FRCstrips를 겹쳤을 때 최소 대조군 이상의 강도를 원한다면 3mm 이상
의 길이를 겹치는 방식으로 repair를 하여야 할 것이다.
흔히 FRC에 대한 재료학적 특성을 시험할 때 측정하는 굴곡 강도나 굴곡 계

수는 이번 실험에서 제외하였는데,두 strips를 겹치는 과정에서 중간 부위의 두께
가 다른 부위보다 상당히 두꺼워져 일정한 크기를 가진 균질한 시편의 너비와 두
께를 이용해 산출하는 위의 값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균질한 검체의 경우
neutralaxis가 그 중앙에 위치하여 결과가 가해지는 힘의 종류 (인장력 대 압축
력)에 실험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FRC와 같이 균일하지 않은 검체의 경
우 fibers의 분포에 따라 neutralaxis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 그 파절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고 (Narva,
2004),본 실험에서와 같이 큰 두께의 차이를 보이는 비균질한 시편의 경우는 더
욱 그러할 것이다.
결과의 표준 편차가 다소 큰 경향이 있는 것은 적은 시편의 수와 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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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불균일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임상에서는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fiber의
마모를 막고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flowableresin으로 FRC를 보강 한다.일정한
크기의 teflonmold에 FRC와 정량화된 flowableresin를 넣어 균일한 크기의 시편
을 제작한다면 방법상의 제한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께의 불균일성 이외에 또 다른 제한점으로 실제 구강 상태를 재현하지 않은

건조 상태에서의 시편 제작 및 실험을 들 수 있다.여러 연구에서 치과용 FRC의
굽힘 특성이 물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 (Vallittu와
Ruyter,1998;Vallittu,2000;Lassila등,2001;김 등,2003).Glassfiber로 강화된
경우 fiber표면이 glass내의 알칼리와 산화 알칼리 토류의 수화 현상과 여과된
이온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이 감소되고 컴포지트 구조의 변화
가 초래된다 (Ekstrand등,1987;Meyer등,1994;Vallittu,2000).또한 중합체 기
질과 fiber의 접착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란화 역시 컴포지트의 수화 안정성에 영
향을 끼친다 (Pantano등,1992).또한 구강 내에서의 사용되었던 FRC라면 반복적
인 교합력에 이미 노출되어,구강 내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 내부 구조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실제 구강 상황에서와 같이 처리된 FRC를 새로운 FRC로
겹쳐 시편을 제작하였다면,물 흡수 및 교합력에 의해 변화된 FRC의 구조가 새로
운 시편과의 결합에 영향을 주어 시편의 강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수치는 구강 내에서의 실제 값이라기보다는 그룹간의 차
이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치의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레진이 이미 사용되었던 복합체인 FRC에 부착될 수 있는 기전으로

FRC 표면의 미반응 기능기 radical들의 freeradicalpolymerization과 단량체의
interdiffusion(IPN,interpenetratingpolymernetwork)을 들 수 있다.전자의 경
우 그 반응성이 가장 클 때가 첫 24시간이므로 이미 사용되었던 FRC에선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Saunder,1990).가능한 두 번째 기전인 IPN bonding은 오래된
FRC에 부분적으로 교차 중합되지 않은 중합체가 존재하고 (Sperling,1994),새로
운 레진의 단량체가 FRC의 linearphase에 용해 능력 (dissolvingcapability)을 가
질 때 일어난다.IPN bonding은 FRC가 더 이상 반응성 기능기나 radical을 가지
지 않아 둘 사이의 결합이 공유 결합에 근거하지 않을 때,즉,구강 내에서 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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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pair가 필요한 상황 같은 때에 최대가 된다.Glassfiber의 preimpregnation은
linearpolymerphase를 가지는데,이는 IPN bonding기전에 의해 새로운 레진을
이미 사용되었던 FRC에 접착할 때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사용되
었던 FRC에 새로운 레진을 적용시킨 후 결합 강도를 측정한 한 연구에 의하면,
HEMA 및 bis-GMA-TEGDMA 등을 함유한 적절한 레진을 사용한다면 FRC의
linearpolymethylmethacrylate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용해 능력을 보여 중합
체의 표면을 부풀게 하여 새 레진 단량체의 침투를 증가시켜 IPN이 형성되면서
결합 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Lastumaki,2002).치과용 복합 레진의
repair에 대한 유사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단량체의 wettingtime에 따fmsrepair
strength의 차이를 보였고,중합체의 swollenarea에 대해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이는 연구들도 있다 (Vallittu와 Lassila,1994;Vallittu와 Ruyter,1997).
FRC의 repair에 관한 보철학 영역에서의 몇몇 보고는 구강 내의 FRC를 새로

운 FRC로 repair했을 경우 우수한 접착 강도를 보여 repair를 통해 손상 받은 보
철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Chiba등,1989;Turner와
Meiers,1993).
다른 수복 영역에서의 복합 레진 등의 연구에 미루어 볼 때 repairstrength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intermediatebondingagent의 사용 (Soderholm,1986;Chiba
등,1989;Saunders,1990;Matsou등,1991;Turner와 Meiers,1993;Bubb,1997),
repair전 재료 표면의 거칠기 (Soderholm,1984;Chiba,1989;Turner와 Meiers,
1993)를 들 수 있으며,FRC의 특성에 관한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물 보관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repairstrength가 감소함을 보였다.그러나 이들 연구는 시편
제작 방법이나 사용한 레진 (FRC와 복합 레진),그리고 repair방식의 차이에서
교정용 FRCconnector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교정 영역에서 실제 임상 상
황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파절 양상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 검체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E1군과 E2군에

서는 검체가 두 조각으로 완전 분리되거나 일부 fiber로만 연결된 파절 형태가 많
았는데 이는 두 FRCstrips간의 접착 강도가 가해지는 하중 보다 약했기 때문이
다.앞서 접착 부위가 없는 검체 이상의 강도를 내기 위해 3mm 이상의 길이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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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을 추천한 바 있는데 E3군,E4군과 대조군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주로 접합부에 인접한 criticalsection에서 휘어짐을 보였다.
Criticalsection이란 최대 응력이 가해지는 부위로 굽힘 모멘트 (bending

moment)가 최대인 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응력을 증가시키는 stress
raiser로 작용하는 것으로 단면의 급격한 변화와 급격한 bend를 들 수 있는데 본
실험의 경우 단면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이런 것들에 의해 예
상보다 훨씬 낮은 값에서 재료가 파절되거나 영구 변형된다 (Burstone,2000).다
시 말해 두 strips사이의 접촉 면적이 충분하여 두 재료 사이의 접착 강도는 충
분하였으나 갑자기 시편이 얇아지면서 약해지는 부위에서 bending이 일어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임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이러한 criticalsection은 피하도
록 해야 하고,따라서 실제 임상에 적용 시 3mm 이상의 재료를 겹치면서 갑자기
약해지는 접합부 인접 부위를 flowableresin으로 보강 하는 것이 그 부위 파절이
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향후 FRC를 정량화된 flowableresin과 함께 사용하여 teflonmold에서 시편을

제작함으로써 시편 제작의 불균일성을 보완하고,실제 구강 환경을 재현한 수분
환경에서 repairstrength에 관여하는 다른 요소 (intermediaryresin의 사용 및 표
면 거칠기 등)에 관한 연구와 이미 사용되었던 FRC에 대한 새로운 FRC의 repair
strength에 대한 연구가 더 행해진다면 교정 영역에서의 파절된 FRCconnector의
repairguideline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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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결결결 론론론

Fiberreinforcedcomposite(FRC)의 repair후 파절 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FRCstrips(FibreKor®,Jeneric/PentronInc.,Wallingford,USA)를 1,2,3그
리고 4mm 길이만큼 겹쳐 (E1,E2,E3,E4군)lightemittingdiode(LED)light를
이용하여 광중합 한 후 3점 굽힘 실험을 하여 겹침 면적이 파절 강도 및 굽힘 특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최대 하중치는 E4군에서 2.39N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대조군 (2.39N),E3군
(2.35N),E2군 (2.10N)그리고 E1군 (1.75N)의 순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2.강성은 최대 하중치와 같이 E4군에서 2.32N/mm로 최대였고,E3군
(2.06N/mm),대조군 (1.88N/mm),E2군 (1.72N),그리고 E1군 (1.33N/mm)의 순
으로 약해졌다.

3.파절 양상은 겹침 면적이 클수록 두 조각으로의 완전 파절보다 가운데 또는
criticalsection부위에서의 굽힘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repair시 3mm 이상 재료의 겹침에 의해 최소 대조군 이상의 강도
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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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요 약 

Abstract

Bond strength of fiber reinforced composite after repair

Min Jeong Kim 

 D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Kwangchul Choy) 

   Fiber reinforced composite (FRC) is usually used as a connector joining a 

few teeth into one unit in orthodontic field; however, fracture often occurs 

during two to three years' orthodontic treatment period due to repeated 

occlusal loading or water sorption in the oral environment. We simulated the 

repair by overlapping and attaching some parts of two FRC strips (FibreKor®, 

Jeneric/Pentron Inc., Wallingford, USA) in the middle and did the three-point 

bending test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repair strength between different 

FRC groups. 

   The specimens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lengths between 

two FRC strips, which were 1, 2, 3 and 4mm (E1, E2, E3 and E4 group) and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unrepaired, intact FRC strips. Each group had 6 

specimens and the curing unit was the light emitting diode (LED) ligh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4 group showed the highest maximum loads, which was 2.67N, 

   among the other groups and then came control (2.39N), E3 (2.3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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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2.10N), and E1 group (1.75N) in that order. 

2. The E4 group showed the highest stiffness, which was 2.32N/mm, 

  among the other groups and then came E3 (2.06N/mm), control   

  (1.88N/mm), E2 (1.72N/mm), and E1 group (1.33N/mm) in that order. 

3. The visual examination of the specimens after three-point bending test 

   revealed that the specimens tended to be bent rather fractured into 

   two pieces with the overlapping lengths increased.

   The results above suggested that overlapping length over 3mm was 

necessary to obtain the adequate repair strength and the critical section 

adjacent to the joint area, which the thickness decreased abruptly, should 

be reinforced with flowable resin to minimize the bending tendency. 

Key words : FRC(fiber reinforced composite), repair strength, 

             maximum load ,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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