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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Top view of Ultradent test assemble

Fig. 3-B. Side view of Ultradent test assemble

Fig. 4-A. Ultradent shear bond test blade with 

         semi-circular shape

Fig. 4-B. Shear bond test 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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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Fig. 6.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between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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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elastic modulus between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Fig. 9. Comparison of shear bond strength between

      materials before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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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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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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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ture site in specimen of Z100™Restorative

           - adhesive failure (× 70)

Fig. 11-B.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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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xed failure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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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ard to thermocycling

Table 5. Failure mode before thermocycling

Table 6. Failure mode after thermocycling



- v -

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치과용 치과용 치과용 치과용 복합 복합 복합 복합 레진 레진 레진 레진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코어 코어 코어 코어 재료로서의 재료로서의 재료로서의 재료로서의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유용성 비교비교비교비교

 코어(core)는 광범위하게 손상받은 치아를 고정성 보철수복을 위한 지대

치 삭제에 적합한 형태로 재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수복물로 정의할 수 있

다. 레진 필러(filler)의 입자 크기 및 조성을 달리하여 다양한 흐름성과 조

작성을 가지게 한 여러 가지 충전용 복합 레진을 비롯하여, 레진 시멘트

(resin cement) 및 코어 축조를 위한 전용 복합 레진 등 다양한 복합 레

진 시스템이 코어 축조를 위해 혼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

한 조성과 물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치과용 복합 레진 시스템의 직접 코어 

축조를 위한 재료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압축 강

도(Compressive strength), 탄성 계수(Elastic modulus), 전단 결합 강도

(Shear bond strength)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을 위해 7가지 복합 레진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압축 강도와 탄성 계

수 측정을 위해 높이 12.0 mm, 지름 6.0 mm의 원통 모양 시편을 제작하

였으며, 각 군당 40개씩의 시편을 배정하고 이를 다시 무작위로 두 개 조

로 나누었다. 한 조는 측정 전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증류수에 보관하였으

며, 나머지 한 조는 1200회 thermocycling(5, 55 ℃, 저류시간: 30초씩)

을 시행 한 후 crosshead speed 1.5 mm/min 하에서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압축 강도 및 탄성 계수를 측정하였다. 전단 결합 강

도의 측정을 위해, 140개의 우식에 이환되지 않은 최근에 발치된 사람의 

상하악 대구치를 남아있는 연조직을 제거한 후 지름과 높이가 25 mm인 

원통 모양의 테플론 몰드를 이용하여 cold-cured acrylic resin에 함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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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치아의 상아질을 노출시키고, 도말층(smear layer)을 형성한 후 각 

군당 20개씩의 시편을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각 adhesive system별로 제

조사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 후 Ultradent test assemble을 이용하

여 resin rod를 만들었다. 시편을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증류수에 보관한 

후 crosshead speed 1.0 mm/min 하에서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Thermocycling을 시행한 후의 측

정값을 얻기 위해, 실험을 마친 시편을 약 0.5~1.0 mm 정도 갈아낸 후 

앞서 행한 과정을 반복하여 새로운 140개의 시편을 얻어냈다. 이를 1200

회 thermocycling을 시행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

다.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를 시행하였다.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 각각에 대해 동일

한 재료 내에서 thermocycling 전과 후의 통계적 유의성을 t-test(5% 유

의수준)로 검정하였다. 또한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 각각에 

대한 재료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thermocycling 전과 후로 나누어 

one-way ANOVA(5% 유의수준)로 검정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실험 과정상의 한계점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hermocycling 시행 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었고, 반면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Thermocycling 시

행 후에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고,  반면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p<0.05). 

2.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와 Filtek™P60은 압축 강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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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CharmFil Flow, LuxaCore
Ⓡ
와 Panavia™F는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3. Thermocycling 시행 전 Filtek™P60, Z100™Restorative와 SureFil은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탄성 계수를 나타내었고, 

반면  LuxaCore
Ⓡ
, CharmFil Flow,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

값을 나타내었다. Thermocycling 시행 후 모든 실험군이 대조군인 Bisfil

™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p<0.05).3

4.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탄성 계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Bisfil™Core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5. 탄성 계수는 7개 재료 모두가 상아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탄성 계

수값을 나타내었다. 비록 thermocycling 시행 후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재료가 모두 그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지만, 그 중 가장 

높은 값을 갖는 Z100™Restorative(6151 MPa)도 상아질과는 상당한 차

이를 갖는다.

6.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thermocycling 시행 전과 후 모두에

서 다른 재료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낮은 전단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다

(p<0.05).

7.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 Filtek™P60, 그리고 SureFil의 

전단 결합 강도는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p<0.05).          . 

8. 전단 결합 강도 실험에 따른 상아질과 코어 재료 사이의 결합 실패 양

상(failure mode)은 Panavia™F를 제외한 대부분이 상아질과 재료사이의 

계면에서 발생(adhesive failure)하였으며, 반면 Panavia™F의 실패 양상

은 mixed failure(adhesive failure를 동반한 cohesive  failure)가 대부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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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의 결과로 Bisfil™Core, Filtek™P60, LuxaCore
Ⓡ
, SureFil, Z100™

Restorative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 유용성이 있으며, 그에 비해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의 유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

도 외에도 이상적인 코어 재료가 갖추어야 할 여러 다른 요소들의 관점에

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복합 레진, 직접 코어 축조법,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 Thermocycling, Universal te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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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심준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수형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코어(core)는 광범위하게 손상받은 치아를 고정성 보철수복을 위한 지대

치 삭제에 적합한 형태로 재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수복물로 정의할 수 있

다. 코어는 지대치의 유지형태(retention form) 및 저항형태(resistence 

form)를 개선시켜주며, 대개 핀(pin), 포스트(post), 또는 접착 시스템

(bonding system)에 의해 잔존 치질에 대한 유지력을 증가시킨다.

 임상에서 직접 코어 축조법(direct core build-up procedure)에 사용하

는 재료에는 아말감, 복합 레진, 그리고 글래스 아이오노머 등이 대표적이

며, 최근에는 resin-modified glass ionomers(RMGIs), compomers, 

ceramometals(cermets), metal-modified glass ionomers(MMGIs) 등이 

코어 축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Wilson 등, 2003).

 ‘이상적'인 코어 재료의 특성으로는 생체 친화성, 항우식 작용, 치질에 대

한 접착능력, 적절한 압축・굽힘・인장 강도, 상아질과 유사한 열팽창 계

수, 체적 안정성, 조작의 용이성, 짧은 경화시간, 저렴한 가격, 방사선 불투

과성, 색조의 심미성 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Wilson 등 2003). 다양

한 직접 코어 재료들에 대한 기계적, 생물학적 비교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

으며(Anthony와 Joshua 1989, Anthony와 Virendra 1995, Combe 등 

1999, Bonilla 등 2000, Gulbin과 Sevil 2002, Chutinan 등 200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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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어떠한 코어 재료도 모든 면에서 코어 재료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Wilson 등 2003).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낮은 압축 강도, 인장 

강도와 경화반응시의 수분 흡수에 의한 색조, 표면 거칠기, 체적의 변화 등 

적절한 기계적 성질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코어 재료로서 부적합하며

(Burke와 Watts 1990, Sidhu와 Watson 1995, Naasan과 Watson 1998, 

Frankenberger와 Kramer 2001), 아말감과 하이브리드 복합 레진(hybrid 

composite resin)을 가장 적합한 코어 축조 재료로서 추천하고 있다

(Wilson 등, 2003).

 특히 복합 레진은 다양한 색상으로 인한 심미성, 조작의 용이성, 치질에 

대한 접착 및 내원 당일 코어 축조와 지대치 삭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코어로서 임상가들에게 선호되어지고 있다

(Christensen과 Christensen 1995, Mark 등 1995).

 레진 필러(filler)의 입자 크기 및 조성을 달리하여 다양한 흐름성과 조작

성을 가지게 한 여러 가지 충전용 복합 레진을 비롯하여, 기성 포스트의 

근관내 접착시 사용되는 레진 시멘트(resin cement) 및 코어 축조를 위한 

전용 복합 레진 등 다양한 복합 레진이 코어 축조를 위해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조성과 물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치과용 복합 

레진 시스템의 직접 코어 축조를 위한 재료로서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이

며, 이를 위하여 압축 강도(Compressive strength), 탄성 계수(Elastic 

modulus), 전단 결합 강도(Shear bond strength)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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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실험재료 실험재료 실험재료 실험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되어진 7종의 복합 레진 및 함께 사용되어진 상아질 접착 시

스템(dentin bonding system)은 Table 1과 같다.

 코어 축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두 종류의 복합 레진(Bisfil™Core, 

LuxaCoreⓇ)과 충전용 복합 레진(Z100™Restorative), 구치부 충전을 위

한 두 종류의 high viscosity 복합 레진(SureFil, Filtek™P60), 미세 필러 

함유 광중합형 흐름성 복합 레진(CharmFil Flow), 그리고 레진 시멘트

(Panavia™F)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코어 전용 복합 레진인 Bisfil™Core

를 대조군으로, 나머지 6개의 복합 레진을 실험군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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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s and matched dentin bonding systems

Material Manufacturer
Batch 

number

Dentine bonding 

system

Bisfil™Core
Bisco, Inc., 

Shaumburg, IL, USA
050000132

All-BondⓇ2

(Primer A, B) &

D/E Resin 

CharmFil 

Flow

Denkist, Inc., 

Gyunggi-Do, Korea
1304007 CharmBond

Ⓡ
 

Filtek™P60

3M ESPE Dental 

Product, St. Paul, 

Minnesota, USA

20050114

3M Single Bond 

Dental Adhesive 

System

LuxaCoreⓇ
DMG, Chemisch

-Pharmazeutische, 

Hamburg, Germany

504138 Contax

Panavia™F
Kuraray Medical Inc., 

Okayama, Japan

Paste A : 

00241C

Paste B : 

00137B

ED Primer 

SureFil 

Dentsply International 

Inc., Milford, New 

Hampshire, USA

041105

All-Bond
Ⓡ
2

(Primer A, B) &

D/E Resin 

Z100™

Restorative

3M ESPE Dental 

Product, St. Paul, 

Minnesota, USA

20050223

3M Single Bond 

Dental Adhes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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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압축 강도와 탄성 계수의 측정을 위해 높이 12.0 mm , 지름 6.0 mm의 

원통 모양 시편(cylindrical specimen)을 테플론 몰드(Teflon mold)를 이

용하여 제작하였다(Fig. 1-A, B). 몰드에 각각의 복합 레진을 2 mm 이하

의 두께로 점층법으로 쌓고 VIP™중합기(Bisco, Inc., Shaumburg, IL, 

USA)로 광중합(600 mW/cm2)을 각 층마다 40초씩 시행하였다. 시편은 각 

군당 각각 40개씩 만들었으며, 무작위로 20개씩 두 개 조로 나누어 한 조

는 측정전 1시간동안 실온에서 증류수에 보관하였으며, 나머지 한 조는 

1200회 thermocycling(5, 55℃, 저류시간: 30초씩)을 시행한 후 

Universal testing machine(Instron3366, Instron ㏇, Ltd., MA, USA)에

서 압축 강도와 탄성 계수의 측정을 시행하였다. Crosshead speed는 1.5 

mm/min 이었다.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E : 탄성 계수 (elastic modulus)

  P : 가해지는 힘 또는 하중 (applied force or load)

  A : 응력을 받는 재료의 면적 (cross-sectional area of the material 

                               under stress)

  △l : 길이의 변형량 

  l。 : 최초의 길이

 

그러므로,   

E =
stress

=
P/A

strain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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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Teflon mold used to make specimen.

 

Fig. 1-B. Cylindrical specimen to measure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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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결합 강도의 측정을 위해, 140개의 우식에 이환되지 않은 최근에 발

치된 사람의 상하악 대구치를 남아있는 연조직을 제거한 후 증류수에 담궈 

보관하였다. 각 치아를 지름과 높이가 25 mm인 원통 모양의 테플론 몰드

를 이용하여 cold-cured acrylic resin(Jet Denture Repair, Lang Dental 

Mfg ㏇, Inc., Wheeling, IL, USA)에 함입시켰다. Grinder(WEHMER ㏇, 

Lombard,  IL, USA)를 이용하여 치아의 상아질을 노출시켰으며, 그 후 도

말층(smear layer)을 만들기 위해 노출된 상아질면을 주수하에 320, 

600-grit 연마지로 순차적으로 연마한 후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하여 치

아 시편을 완성하였다(Fig. 2). 시편을 무작위로 나누어 각 군당 20개씩의 

시편을 배정하였다. 시편들은 각 adhesive system별로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 후 Ultradent plastic hole(Ultradent Products, Inc., 

South Jordan, Utah, USA)에 군별로 시료를 채워놓고 40초동안 광중합하

였다(Fig. 3-A, B). Resin rod의 전체 높이는 3 mm 이내이고 지름은 

2.39 mm이다. 모든 시편은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증류수에 보관한 후 

Universal testing machine에서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반원형의 

Ultradent shear bond test blade를 사용하였고, crosshead speed는 1.0 

mm/min 이었다(Fig 4.-A, B). Thermocycling을 시행한 후의 측정값을 

얻기 위해, 앞에서 실험한 시편을 약 0.5~1.0 mm 정도 갈아낸 후 앞서 

행한 과정을 반복하여 새로운 140개의 시편을 얻어냈다. 이를 1200회 

thermocycling을 시행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였다. 

전단 결합 강도 실험에서의 파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를 시행하였다.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 각각에 대해 동일한 

재료 내에서 thermocycling 전과 후의 통계적 유의성을 t-test(5%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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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로 검정하였다. 또한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강도 각각에 대한 재

료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thermocycling 전과 후로 나누어 one-way 

ANOVA(5% 유의수준)로 검정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

후 검정하였다.

Fig. 2. Tooth embedded in cold-cured acrylic resin.

Fig. 3-A. Top view of Ultradent test 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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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 Side view of Ultradent test assemble.

 

Fig. 4-A. Ultradent shear bond test blade with semi-circul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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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B. Shear bond test as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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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

1. 압축 강도

 Thermocycling 시행 전 군(group)별 평균 압축 강도는 Filtek™P60 > 

Z100™Restorative > SureFil > LuxaCore
Ⓡ
 > CharmFil Flow > Bisfil

™Core > Panavia™F 순이었다.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

조군인 Bisfil™Core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았다(p<0.05) (Fig. 5).

Fig. 5.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between materials 

before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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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ycling 시행 후 군별 평균 압축 강도는 Filtek™P60 > Z100™

Restorative > SureFil > Bisfil™Core > LuxaCore
Ⓡ
 > CharmFil Flow 

> Panavia™F 순이었다.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조군인 

Bisfil™Core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았다(p<0.05) (Fig. 6).

Fig. 6.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between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Compressive strength (after thermocycling)

0000

50505050

100100100100

150150150150

200200200200

250250250250

300300300300

350350350350

MaterialsMaterialsMaterialsMaterials

MPaMPaMPaMPa

Filtek™P60 Z100™Restorative SureFil BISFIL™CORE

LuxaCore CharmFil Flow PANAVIA™F

Compressive strength (after thermocycling)

0000

50505050

100100100100

150150150150

200200200200

250250250250

300300300300

350350350350

MaterialsMaterialsMaterialsMaterials

MPaMPaMPaMPa

Filtek™P60 Z100™Restorative SureFil BISFIL™CORE

LuxaCore CharmFil Flow PANAVIA™F



- 13 -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와 Filtek™P60은 압축 강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CharmFil Flow, LuxaCore
Ⓡ
와 Panavia™F는 유의성 있

는 감소를 보였다(Table 2).

Table 2. Compressive strength in MPa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value from t-test with regard to 

thermocycling

Material

Thermocycling

Before After

Mean ± SD Mean ± SD p-value

Bisfil™Core 212.7 ± 29.7 234.8 ± 26.0 0.0168

CharmFil Flow 222.7 ± 28.6 158.4 ± 40.3 <.0001

Filtek™P60 269.7 ± 96.4 325.2 ± 27.1 0.0212

LuxaCoreⓇ 237.9 ± 29.6 217.7 ± 22.3 0.0197

Panavia™F 167.1 ± 27.1 144.0 ± 38.1 0.0333

SureFil 245.0 ± 34.2 246.5 ± 32.8 0.8919

Z100™Restorative 268.4 ± 56.2 297.3 ± 66.7 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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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 계수

 Thermocycling 시행 전 군별 평균 탄성 계수는 Filtek™P60 > Z100™

Restorative > SureFil > Bisfil™Core > LuxaCoreⓇ > CharmFil Flow 

> Panavia™F 순이었다. Filtek™P60, Z100™Restorative와 SureFil은 대

조군인 Bisfil™Core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LuxaCoreⓇ, CharmFil Flow,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았다(p<0.05) 

(Fig. 7).

 

Fig. 7. Comparison of elastic modulus between materials before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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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cycling 시행 후 군별 평균 탄성 계수는 Z100™Restorative > 

Filtek™P60 > SureFil > LuxaCore
Ⓡ
 > CharmFil Flow  > Panavia™F 

> Bisfil™Core 순이었다. 모든 실험군이 대조군인 Bisfil™Core와 비교하

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Fig. 8).

Fig. 8. Comparison of elastic modulus between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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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탄성 

계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Bisfil™Core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

다(Table 3).

Table 3. Elastic modulus in MPa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value from t-test with regard to 

thermocycling

Material

Thermocycling

Before After

Mean ± SD Mean ± SD p-value

Bisfil™Core 3321 ± 316 2968 ± 298 0.0008

CharmFil Flow 2949 ± 168 3254 ± 305 0.0005

Filtek™P60 4400 ± 325 5537 ± 354 <.0001

LuxaCoreⓇ 3040 ± 165 3269 ± 237 0.0011

Panavia™F 2942 ± 254 3251 ± 245 0.0004

SureFil 4031 ± 485 4619 ± 253 <.0001

Z100™Restorative 4208 ± 451 6151 ± 47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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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 결합 강도

 Thermocycling 시행 전 군별 평균 전단 결합 강도는 LuxaCore
Ⓡ
 > 

Filtek™P60 > Z100™Restorative > Bisfil™Core > SureFil > Panavia

™F > CharmFil Flow 순이었다. Panavia™F와 CharmFil Flow는 대조군

인 Bisfil™Core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낮았다

(p<0.05) (Fig. 9).

Fig. 9. Comparison of shear bond strength between materials before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Shear bond strength (before thermocycling)

0000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25252525

MaterialsMaterialsMaterialsMaterials

MPaMPaMPaMPa

LuxaCore? Filtek™P60 Z100™Restorative BISFIL™CORE

SureFil PANAVIA™F CharmFil Flow

Shear bond strength (before thermocycling)

0000

5555

10101010

15151515

20202020

25252525

MaterialsMaterialsMaterialsMaterials

MPaMPaMPaMPa

LuxaCore? Filtek™P60 Z100™Restorative BISFIL™CORE

SureFil PANAVIA™F CharmFil Flow



- 18 -

 Thermocycling 시행 후 군별 평균 전단 결합 강도는 Filtek™P60 > 

LuxaCore
Ⓡ
 > Bisfil™Core > Z100™Restorative > SureFil > Panavia

™F > CharmFil Flow 순이었다. Panavia™F와 CharmFil Flow는 대조군

인 Bisfil™Core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값이 유의성 있게 낮았다

(p<0.05) (Fig.10).

Fig. 10. Comparison of shear bond strength between materials after  

thermocycl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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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 Filtek™P60과 SureFil은 전단 결

합 강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Shear bond strength in MPa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value from t-test with regard to 

thermocycling

Material

Thermocycling

Before After

Mean ± SD Mean ± SD p-value

Bisfil™Core 16.34 ± 5.62 20.80 ± 5.52 0.0158

CharmFil Flow 8.98 ± 2.75 8.62 ± 2.59 0.6723

Filtek™P60 18.12 ± 8.03 22.36 ± 4.34 0.0466

LuxaCore
Ⓡ 19.72 ± 8.69 21.91 ± 6.89 0.3817

Panavia™F 9.88 ± 2.52 11.05 ± 3.88 0.2667

SureFil 14.14 ± 7.36 19.52 ± 5.06 0.0105

Z100™Restorative 16.59 ± 8.63 20.16 ± 5.31 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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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질과 코어 재료 사이의 결합 실패 양상(failure mode)을 살펴 보면, 

파절은 Panavia™F를 제외한 대부분이 상아질과 재료사이의 계면에서 발

생(adhesive failure)하였으며, 반면 Panavia™F의 실패 양상은 mixed 

failure(adhesive failure를 동반한 resin의 cohesive failure)가 대부분이

었다(Fig. 11-A, B) (Table 5, 6). 

Fig. 11-A.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of fracture site in 

specimen of Z100™Restorative - adhesive failure (× 70)

Fig. 11-B.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view of fracture site in 

specimen of Panavia™F - mixed failure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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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ilure mode before thermocycling ( n = 20 )

Cohesive

(dentin)
Adhesive Mixed

Cohesive

(resin)

Bisfil™Core - 16 4 -

CharmFil Flow - 16 4 -

Filtek™P60 - 20 - -

LuxaCore
Ⓡ - 16 4 -

Panavia™F - 4 16 -

SureFil - 20 - -

Z100™Restorative - 19 1 -

Table 6. Failure mode after thermocycling ( n = 20 )

Cohesive

(dentin)
Adhesive Mixed

Cohesive

(resin)

Bisfil™Core - 17 3 -

CharmFil Flow - 18 2 -

Filtek™P60 - 20 - -

LuxaCoreⓇ - 16 4 -

Panavia™F - 3 17 -

SureFil - 20 - -

Z100™Restorative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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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총괄 총괄 총괄 총괄 및 및 및 및 고찰고찰고찰고찰

 본 연구는 현재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성과 물성을 

가진 여러 종류의 복합 레진 시스템의 직접 코어 축조법을 위한 재료로서

의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상적(ideal)'인 코어 재료의 특성으로는 생체 친화성, 항우식 작용, 치

질에 대한 접착능력, 적절한 압축・굽힘・인장 강도, 상아질과 유사한 열팽

창 계수, 체적 안정성, 조작의 용이성, 짧은 경화시간, 저렴한 가격, 방사선 

불투과성, 색조의 심미성 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Wilson 등 2003).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코어 재료도 위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코어의 

기준을 모든 면에서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Wilson 등 2003). 임상가

는 적절한 코어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 물성뿐 아니라 치아 삭제후 지대치

의 균일한 형태 및 코어 재료에 따른 삭제효율을 고려해야만 한다.

 직접법으로 제작되어지는 직접 코어 축조법을 위한 재료에는 아말감, 복

합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 등이 대표적이다.  아말감과 하이브리드 복합 

레진(hybrid composite resin)은 직접 코어 재료로서의 그 유용성이 있으

나(Wilson 등 2003), 글래스 아이오노머(conventional glass ionomer)는 

코어 축조 재료로서 적절한 기계적 성질(mechanical property)을 갖지 못

하여 코어 재료로서의 부적합함을 제시하고 있다(Sidhu와 Watson 1995, 

Naasan과 Watson 1998, Frankenberger와 Kramer 2001). 특히 이들 중 

복합 레진은 법랑질-상아질 접착 시스템(enamel-dentine bonding 

system)의 발달과 더불어 재료 자체의 활발한 개발로 임상가들로 하여금 

더욱 보존적인 처치를 가능케 하였으며, 광범위하게 파괴되어진 치아를 생

활치로 보존할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조작의 

용이성과 색조의 심미성, 내원 당일 코어 축조와 지대치 삭제를 동시에 행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오늘날 임상가들에게 선호되어지는 직접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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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되었다. 1995년, Christensen등이 미국의 8143명의 일반 치과의사

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연구에서 일상적으로 48%가 복합 레진을, 25%가 

아말감을 직접 코어 축조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복합 

레진을 더 선호하는 이유 또한 내원 당일 코어 축조와 함께 지대치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고 있었다. 

 코어는 대개 광범위하게 손상받은 치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여 수년간 

다양한 방향에서 가해지는 저작압(multidirectional masticatory force)에 

견뎌야만 하며, 또한 서로간의 성질이 유사하지 않은 상아질과의 접착으로 

인해 온도적, 기계적 자극 및 수축 변형하에서 계면간 응력(interfacial 

stress)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7가지 복합 레진의 코어로서의 유

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값을 thermocycling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코어 전용 복합 레진인 Bisfil™Core를 대조군으로 정하였으며, 나머지 

6 종류의 복합 레진 제품을 실험군으로 정하였다. 통계는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압축 강도(compressive 

strength), 탄성 계수(elastic modulus), 전단 결합 강도(shear bond 

strength) 각각에 대해 동일한 재료 내에서 thermocycling 전과 후의 통

계적 유의성을 t-test(5% 유의 수준)로 검정하였으며, 재료간의 통계적 유

의성을 thermocycling 전과 후로 나누어서 one-way ANOVA(5% 유의 

수준)로 검정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압축 강도 실험의 결과에서는, thermocycling 시행 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가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

정값을 나타내었고, 반면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

내었다. Thermocycling 시행 후에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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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고,  반

면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

다.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와 Filtek™P60은 압축 강도가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CharmFil Flow, LuxaCore
Ⓡ
와 Panavia™F는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탄성 계수는 탄성 범위(elastic range)내에서의 재료의 상대적 강성

(relative stiffness)을 나타낸다. 상아질은 고유의 강성(intrinsic stiffness)

또는 탄성 계수를 가지며, 그 값의 차이가 있는 수복 재료를 상아질에 접

착시 이는 수복되어진 치아의 전반적인 강성(overall stiffness)에 영향을 

주며 계면 응력(interfacial stress)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두 재료간의 

탄성 계수의 불일치(mismatch)가 매우 클 경우 온도적, 기계적 자극 및 수

축 변형으로 인해 계면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Combe 등 1999). 그러므

로, 코어 축조 재료는 저작압에 견디고 중합 수축 응력을 견디기 위해 상

아질과 유사한 높은 탄성 계수(11~20GPa)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Watts 

1994, Stanford 등 1960). 실험 결과에 의하면, 7개 재료 모두가 상아질

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탄성 계수값을 나타내었다. 비록 thermocycling 

시행 후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재료가 모두 그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지만,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갖는 Z100™Restorative(6.1 

GPa)도 상아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코어 재료가 수복될 치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적, 

기계적 자극 또는 중합 수축 변형시 상아질과의 계면에서 응력이 더 크게 

발생 할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전단 결합 강도 실험에서는 CharmFil Flow와 Panavia™F가 

thermocycling 시행 전과 후 모두에서 다른 재료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압축 강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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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도 다른 재료들에 비해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코어 재

료로 사용되어 큰 덩어리(bulk)를 형성하였을 때, 저작압을 견딜수 있는 능

력이 다른 재료들에 비해 더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thermocycling은 상

아질과의 전단 결합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앞선 연구(Burger 등 

1992, John과 Shuan 1994, Miyazaki 등 1998, Gale 등 1999, 

Hashimoto 등 2000, Richard 등 2003, Bedran-de-Castro 등 2004)와

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Bisfil™Core, Filtek™P60, 그리고 SureFil의 전단 

결합 강도가 유의성 있게 향상되었다. 이렇게 증가된 전단 결합 강도는 

thermocycling시의 열에 의한 지연 중합(prolonged polymerization)에 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Burger 등 1992).

 전단 결합 강도 실험에 따른 상아질과 코어 재료 사이의 결합 실패 양상

(failure mode)을 살펴 보면, 실패는 Panavia™F를 제외한 대부분이 상아

질과 재료사이의 계면에서 발생(adhesive failure)하였으며, 이는 결합 계

면의 강도가 재료 자체의 인장 강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Panavia™F의 실패 양상은 adhesive failure를 동반한 cohesive  failure

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Panavia™F의 재료 자체의 인장강도에 비해 결합 

계면의 접착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Panavia™F가 덩어리로 사용되

는 코어로서의 용도보다 원래의 용도인 막형태(film thickness)의 레진 시

멘트로 사용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의미한다.   

 이 실험의 결과들로부터,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손상된 치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는 나머지 다른 재료들에 비해 

그 유용가치가 낮았으며, Bisfil™Core, Filtek™P60, LuxaCore
Ⓡ
, SureFil, 

Z100™Restorative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 유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서로간에 우월성을 갖는 재료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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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상적인 코어 재료로서의 유용성

을 평가하는데 있어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 외에도 많은 중

요한 요소(factor)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어로서 최소한 요

구되어지는 복합 레진의 압축강도, 전단 결합 강도에 대한 국제적 표준 규

격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재료간의 상대적 평가만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자의 구강내에서와 같은 다양한 저작형

태에 의해 수복물에 가해지는 압축력, 전단력을 재현할 수 없다는 점과 다

양한 식습관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강내 환경과 장기간 사용시 나

타나는 현상을 재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하여 보다 구강내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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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다양한 직접 코어 재료들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비교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 복합 레진은 기계적 성질뿐만 아니라, 심미성, 조작의 용이

성, 치질에 대한 접착력 및 내원 당일 코어 축조와 지대치 삭제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오늘날 임상가들에게 가장 선호되

는 직접 코어 재료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선, 임상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흐름성과 

조작성을 가진 수종의 복합 레진이 직접 코어 축조를 위한 재료로서 가지

는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각 재료마다의 thermocycling 시행 전, 후의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실험 과정상의 한계점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Thermocycling 시행 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었고, 반면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Thermocycling 시

행 후에도 Filtek™P60과 Z100™Restorative는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고,  반면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p<0.05). 

2.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와 Filtek™P60은 압축 강도가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CharmFil Flow, LuxaCoreⓇ와 Panavia™F는 유의

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3. Thermocycling 시행 전 Filtek™P60, Z100™Restorative와 SureFil은 

대조군인 Bisfil™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탄성 계수를 나타내었고, 

반면  LuxaCore
Ⓡ
, CharmFil Flow, Panavia™F는 유의성 있게 낮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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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내었다. Thermocycling 시행 후 모든 실험군이 대조군인 Bisfil

™Core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측정값을 나타내었다(p<0.05).3

4.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모두 

탄성 계수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Bisfil™Core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p<0.05).

5. 탄성 계수는 7개 재료 모두가 상아질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탄성 계

수값을 나타내었다. 비록 thermocycling 시행 후 Bisfil™Core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재료가 모두 그 값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지만, 그 중 가장 

높은 값을 갖는 Z100™Restorative(6151 MPa)도 상아질과는 상당한 차

이를 갖는다.

6.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thermocycling 시행 전과 후 모두에

서 다른 재료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낮은 전단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다

(p<0.05). 

7. Thermocycling에 의해 Bisfil™Core, Filtek™P60, 그리고 SureFil의 

전단 결합 강도는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p<0.05).          . 

8. 전단 결합 강도 실험에 따른 상아질과 코어 재료 사이의 결합 실패 양

상(failure mode)은 Panavia™F를 제외한 대부분이 상아질과 재료사이의 

계면에서 발생(adhesive failure)하였으며, 반면 Panavia™F의 실패 양상

은 mixed failure(adhesive failure를 동반한 cohesive  failure)가 대부분

이었다. 

                                .

 이상의 결과로 Bisfil™Core, Filtek™P60, LuxaCore
Ⓡ
, SureFil, Z100™

Restorative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 유용성이 있으며, 그에 비해 CharmFil 

Flow와 Panavia™F는 직접 코어 재료로서의 유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압축 강도, 탄성 계수, 전단 결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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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에도 이상적인 코어 재료가 갖추어야 할 여러 다른 요소들의 관점에

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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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ystems systems systems as as as as a a a a direct direct direct direct core core core core material material material material 

Soo Hyung Lee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istant Professor June Sung Shim )

           .

 A core can be defined as a restoration used to build-up 

extensively damaged teeth to a form suitable for crown preparation. 

Different composite resin systems such as composite resins with 

various flowability and manipulability by altering its filler particle 

size and components, resin cement and core build-up resin are used 

for direct core build-up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usabilities of different dental composite resin systems 

with various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as materials for 

direct core build-up procedure. For this study,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shear bond strength of different dental 

composite resin systems were measured and compared.

 Seven different composite resin systems were used in this study. 

For measure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cylindrical specimens of height 12.0 mm and diameter 6.0 mm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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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Each group consisted of randomly selected 40 specimens and 

bisected into two groups once more. One group was stored in 

distilled water under room temperature one hour prior to 

measurement and the other group was thermocycled 1200 times(5, 

55 ℃, dwell time: 30 seconds).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both groups were measured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under crosshead speed of 1.5 mm/min. For measurement of 

shear bond strength, 140 recently extracted caries-free upper and 

lower human molars were inserted into cold-cured acrylic resin 

using a cylindrical teflon mold of diameter and height 25 mm after 

removal of its soft tissues. After dentin was exposed and smear 

layers were formed, radomly selected 20 specimens were arranged 

to each group. The surface was treated with each adhesive system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nd then resin rods 

were made with Ultradent test assemble.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using Universal testing machine under crosshead speed of 

1.0 mm/min after the specimen was stored in distilled water for an 

hour at room temperature. In order to obtain post-thermocycling 

measurement values, about 0.5-1.0 mm were removed from the 

post-experimental specimens and previous procedures were 

repeated leaving newly made 140 specimens. After thermocylcing 

the specimens for 1200 times,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with the same metho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TM  Ver 12.0.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bout each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shear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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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pre and post thermocycled specimens within the same 

material were conformed to t-test(p<0.05).  Similar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bout each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shear bond strength between materials of pre and post 

thermocycled materials was conformed with one-way 

ANOVA(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used for the post 

hot analysis.

 Within experimental limi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 h i s  s t udy .                                           .

1. Before thermocycling, the compressive strengths measurement 

values of Filtek™P60 and Z100™Restorativ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Bisfil™Core which was used as a control of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Panavia™F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Bisfil™Core. Similarly, the post 

thermocycled compressive strength measurement values of Filtek™

P60 and Z100™Restorativ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Bisfil™Core, on the other hand CharmFil Flow and Panavia™F 

valu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Bisfil™Core  

(p<0.05).

2. The compressive strength of Bisfil™Core and Filtek™P60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by thermocycling whereas 

CharmFil Flow, LuxaCore
Ⓡ 

and Panavia™F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p<0.05).

3. Before thermocycling, the elastic modulus of Filtek™P60, Z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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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ative and SureFi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Bisfil™Core which was used as a control of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LuxaCoreⓇ , CharmFil Flow and Panavia™F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Bisfil™Core(p<0.05).

4. The elastic modulus of all materials except Bisfil™Co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by thermocycling. Bisfil™Co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p<0.05).

5. All values of elastic modulus of the seven materials showed a 

lower value compared to dentin. Although all six materials except 

Bisfil™Co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Z100™

Restorative which showed the highest value still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value compared to dentin.

6. The shear bond strengths of CharmFil Flow and Panavia™F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materials from 

both the pre and post thermocycling(p<0.05). 

7. The shear bond strengths of Bisfil™Core, Filtek™P60 and Surefil 

showed a statistically siginificant increase by thermocycling(p<0.05). 

8. The bonding failure between dentin and core material in the 

shear strength test occurred as an adhesive failure in most 

materials except Panavia™F, whereas the bonding failure of Panavia

™F was adhesive failure accompanied by cohesive failure. 

 To conclude, It seems that Bisfil™Core, Filtek™P60, LuxaCore
Ⓡ

, 

Surefil, and Z100™Restorative were appropriate to use as a direct 

core build material whereas CharmFil Flow and Panavia™F we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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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as a direct core build up material. However, additional 

studies of different properties other than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shear bond strength discussed in this study 

seems to be required in order to approv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Key word : Composite resin, Direct core build-up procedure,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Shear bond

            strength, Thermocycling, Universal te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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