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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유유유리리리섬섬섬유유유 포포포스스스트트트의의의 표표표면면면 처처처리리리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복복복합합합레레레진진진 코코코아아아와와와의의의 전전전단단단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

유리섬유 포스트는 광 투과도가 우수하고 화학적 생물학적인 안정성이 뛰어나
며 물리적 성질이 치아의 상아질과 유사하여 치아 수복 시 치근의 파절이 적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이러한 장점 때문에 현재 수종의 유리섬유 포스트가 출시되
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리섬유 포스트는 통상적으로 복합 레진 코아와 함께 사용되며 코아와 포스

트의 결합계면은 이종재료의 결합으로 구강 내 응력 하에서 충분한 결합강도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수복물의 실패를 야기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
는 미비하다.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종의 표면 처리 후 유리
섬유 포스트와 복합 레진 간의 결합강도를 비교하여 임상에서 높은 결합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포스트는 Metalor사의 StylepostⓇ를 사용하였으
며 포스트를 각각 sandblasting후 silane처리하여 레진 접착한 경우,산부식 후
silane처리하여 레진 접착한 경우,sandblasting과 산부식 후 silane처리하여 레
진 접착한 경우로 표면처리를 달리 하였고 대조군은 별다른 표면 처리 없이 silane
만을 처리한 후 접착하여 각각의 표면 처리 후 표면의 미세구조 변화를 전자현미
경으로 관찰하고 만능 시험기를 사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값들
을 one-wayANOVA method로 통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포스트 표면에 sandblasting과 인산을 사용하여 산 부식 하고 silane처리를 한
후 복합레진 코아를 silane만을 처리하고 레진 코아 축성를 한 경우 보다 전단
결합 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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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andblasting처리는 유리섬유 포스트의 미세 구조에서 레진 기질 뿐 아니라 유
리섬유 자체의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켰다.

3.전자 현미경 관찰 소견에서 산 부식은 유리섬유 포스트 안의 유리섬유 사이에 기
질로 있는 resinmatrix의 무기질을 부식시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킨 양상을 나
타내었으며 sandblasting으로 생긴 포스트 표면의 잔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
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리섬유 포스트와 복합레진 코아를 이용한 치질 수복 시
에 sandblasting과 산 부식으로 포스트의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켜 전단 결합 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확실한 임상 지침을 얻기 위해 향후 장기
적이고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주주요요요 단단단어어어 :유리섬유 포스트,복합레진 코아,표면처리,전단결합강도



- 1 -

유유유리리리섬섬섬유유유 포포포스스스트트트의의의 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복복복합합합레레레진진진
코코코아아아와와와의의의 전전전단단단 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

(지도교수 이 근 우)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김 태 형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보철치료분야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많은 연구에 의해 현저한 발전을 하고
있다.특히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심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전통적인 수복치과의 영역에서는 수복물의 자연스러운 색조의 재현을
위해 도재와 복합레진을 사용한 보철물이 개발되어왔으며 투명도와 자연스런 색
조를 극대화 하기위한 metalfreerestoration이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자 완전도재
관 하방의 수복 재료의 색조와 광 투과도가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포스트와 코어 시스템을 대체할 심미적인 재료의 개발과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치아수복용으로 사용되어온 포스트는 금속제 주조 포스트,기성품 금속
포스트,지르코니아 포스트,탄소섬유 포스트 등이 있다.이러한 포스트들은 완전
도재관 하방에서 사용시 물리적인 성질과 심미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다.금속제 주조포스트 및 기성품 금속 포스트는 포스트의 강도는 뛰어
나나 금속의 색조와 광투과도에 있어 심미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치질과 물리적
성질이 상이하여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있다.3,4,8,9,19,23)지르코니아 포스트는 심미적
으로 색조 및 광 투과도가 우수하나 역시 치질과 물리적인 성질이 상이하여 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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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의 위험성이 있고 실패 시 제거가 어려우며 O'keefe등21)은 연구를 통해 지르
코니아 포스트는 스테인레스 스틸 포스트와 타이타늄 포스트,탄소섬유 포스트에
비해 adhesiveresin과의 접착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탄소섬유 포스트
는 물리적 성질이 치질과 유사하여 근관 치료된 치아에 사용 시 치근 파절의 위
험성이 적으나 색조와 광투과성이 완전도재관 하방에서 사용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제한이 있다.

이에 비해 근래에 시판되어 사용되는 유리섬유 포스트는 물리적 성질이 치근
과 유사하며 치근 파절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적절한 광 투과도와 색조의 재현
으로 심미적으로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Mannocci등16)은 포스트 코
아 수복을 한 치아에 반복적인 하중을 가한 실험을 통하여 탄소섬유 포스트가 지
르코니아 포스트에 비해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적다고 하였고,Rosentritt등24)은
금속제 포스트와 세라믹 포스트,fiberreinforcedcompositepost를 완전도재관 하
방에 장착하고 thermalcycle과 기계적 하중을 가한 후 수복물의 파절 및 탈락의
실패가 fiberreinforcedpost에서 더 적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Martelli19)는 유리
섬유 포스트가 광 투과도가 뛰어나고 색조가 우수하여 완전도재관 하방에서 심미
적인 수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고,Cormier등7)과 Akkayan B등

2)은 fiberpost
가 기존의 포스트에 비해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적으며 재 치료가 용이 하다는
실험결과를 보고 하였다.또한 유리섬유 포스트는 생체 친화적이며 화학적으로 안
정성이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12-15)

포스트와 코아의 축성 시 구강 내 응력에 의한 임상에서의 실패는 두 종류로 분
류할 수 있다 하나는 크라운과 포스트의 유지력이 부적절해 수복물이 탈락하는 경
우이고 또 하나는 치근이나 postandcoresystem의 파절에 의해 일어나는 실패이
다.1,11,17-20,27,28,30)

치근의 파절은 종종 치아의 발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실패이며 유리섬유 포
스트는 우수한 물성을 지녀 그간 포스트의 주종을 이루었던 금속 포스트에 비해
치근 파절의 위험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포스트와 코아 자체의 파절은 반복적이
거나 큰 응력 하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취성이 높은 재료의 특성상 복합 레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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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파절은 갈라진 금이 진행되어 파절이 일어나므로 응력의 집중될 때 갈라진
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상이한 재료사이의 결합면은 파절의 방지 측면에서 중
요하다 하겠다.실제로 유리섬유 포스트와 복합레진 코아를 발거된 자연치에 시술
하고 코아상에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가한 Shim 등의 실험27)은 중 항복 강도에서
의 파절양상이 대부분 포스트와 코아의 계면에서부터 포스트의 주위로 코아의 파
절이 일어났다고 하였다.따라서 포스트와 코아의 분리 및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리섬유 포스트와 복합레진 사이의 결합력의 향상이 요구 된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리섬유 포스트에 임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종의 표면 처
리를 시행한 후 유리섬유 포스트와 복합 레진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하여 임
상에서 높은 결합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유리섬유를 각각
sandblasting후 silane처리하여 레진 접착한 경우,산 부식 후 silane처리하여
레진 접착 한 경우,sandblasting과 산 부식 후 silane처리하여 레진 접착한 경
우로 표면처리를 하고 대조군으로 별다른 표면 처리 없이 silane만을 처리한 후,
레진을 접착 수복하여 각각의 표면 처리 후 표면의 미세구조 변화를 전자현미경
으로 관찰하고 push-out형태의 전단결합강도 실험1)을 통해 결합 강도를 비교하
여 각각의 처리가 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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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유리섬유 포스트로 직경 1.8mm의 greencolorcodedStylepostⓇ(Metalor,Swiss)

를 사용하였다.코아는 Z-100Ⓡ (3M,Mineapolis,Minnesota,U.S.A.)compositeresin
으로 축조하였으며 표면처리시 산 부식과 bondingresin은 3M 사의 Scotchbond
system(3M,Mineapolis,Minnesota,U.S.A.)의 37% 인산과 bondingresin을 사용
하였다.Sandblast는 unitchair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Miniblaster를(Miniblaster,
Israel)이용하였으며 silane은 Monobond-sⓇ(Vivadent,Liechitenstein)를 사용하
였다.

Fig.1.StylePoststarterkit.

222...PPPuuussshhh---ooouuutttttteeesssttt시시시편편편의의의 제제제작작작

1.8mm 직경의 Stylepost25개를 선택하여 직경을 micrometer로 확인하고 육안
과 20배율 현미경 하에서 흠이나 기포가 없는 지 검사하였다.포스트의 경사면 처
리된 부위를 아크릴 레진 블록에 묻어 고정시켰다.아크릴 레진 블록은 포스트 표
면 처리 중 조작 시 포스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손잡이의 역할을 한다.포스트는 표
면 처리 전에 이소프로필 알콜로 닦아내고 airwatersyringe로 1분간 세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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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표면 처리를 구분 하였다.

TTTaaabbbllleee111.Experimentalgroupsandsurfacetreatment

Group Sandblasting Etching
SA Yes No
ET No Yes
SE Yes Yes
CT No No

Silaneandbondingagentapplicationwastreatedinallgroups

Sandblasting은 50㎛의 aluminum oxide를 20MPa의 압력으로 포스트에서 3
cm 떨어진 거리에서 2초씩 4방향을 처리하고 airwatersyringe로 1분간 세척하
여 건조하였다.
산 부식은 37% 인산으로 30초간 실시 후 세척하였다.그 후 Vivadent사의

silane을 도포하고 30초 후에 bondingagent를 disposablebrush로 도포 후 4방향
에서 당 15초씩 광중합 하였다.포스트의 평행한 부위에 A2색조의 복합레진을 1
mm두께 이하씩 적층 축조 하고 각 면을 60초 씩 광중합 하여 반복 실시하여 2
mm 두께로 포스트가 시편의 중앙에 위치되도록 축조하였다.포스트주위를 복합레
진이 둘러싼 시편을 microtome을 이용해 포스트 장축에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고
micrometer로 확인하며 고운 사포를 이용하여 두께를 최종 조절하여 1
mm(±0.01mm)두께의 원반형 시편을 만든다.시편은 하나의 포스트에서 2개씩
얻어 시편을 randomizing하였다.
각 그룹 중 CT군은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 결합 방법으로 대조군으로 설정하였

고 이에 대하여 산 부식 및 sandblasting처리를 한 SA,ET,SE군의 결합강도변
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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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pecimenexample.

post

composite 
resin

post

composite 
resin

Glassfiberpost

1.0mm

compositeresin1.8mm

Fig.3.Schematicrepresentationofspecimen.

333...PPPuuussshhh---ooouuutttttteeesssttt를를를 위위위한한한 jjjiiiggg의의의 제제제작작작

Jig는 malejig와 femalejig로 구성되며 stainlessteel을 milling하여 제작하였
다.malezig는 female위에 얹어진 시편중앙의 포스트를 push-out하기 위한 것으
로 직경 1.3mm 길이 2.0mm 의 stylus가 위치된다.femalejig는 시편을 올려놓
는 table과 그 중앙에 밀려난 post와 male의 stylus가 지나갈 수 있는 직경 2.5
mm의 hole을 형성하였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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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PPPuuussshhh---ooouuuttttttyyypppeeessshhheeeaaarrr---bbbooonnndddssstttrrreeennngggttthhhttteeesssttt

만능 시험기(EZ test/CE,SIMAZUⓇ,Kyoto,Japan)를 이용하여 crosshead
speed1mm/min으로 실험하였으며 측정된 최대하중을 구하고,파절 양상을 기록하
였다.push-outtype의 test는 포스트 축면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을 주어
레진 코아와 유리섬유 포스트와 결합된 시편의 파단점의 최대 응력을 측정하였다.

2.0mm

1.3mm

2.5mm

Fig.4.Schematicdiagram of Fig.5.EZtest/CE,SIMAZUⓇ,Kyoto,
experimentaljig. Japan.

555...파파파절절절 양양양상상상의의의 육육육안안안 관관관찰찰찰

전단 강도 실험 후 육안으로 파절 소견을 관찰하였으며,파절 양상은 세 가지로
I.시편의 레진과 포스트 부위의 결합 면에서 서로 분리되어 시편 가운데의 포

스트가 탈락되며 주변의 레진부도 온전한 형태를 유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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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시편의 레진 부위와 포스트의 결합 면이 분리되어 포스트가 탈락되며 주변
의 레진부위는 파절되는 경우,
III.시편의 레진 부위와 포스트의 결합 면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며 결합

면을 가로지르는 파단선으로 이루어진 파절의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666...표표표면면면 처처처리리리 후후후 전전전자자자현현현미미미경경경 관관관찰찰찰

전단결합 강도를 측정하는 시편과는 별도로 표면 처리 후 포스트 표면의 양상
을 주사전자현미경(S-2700,HitachiⓇ,Kyoto,Japan)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으며
SA,ET,SE,CT의 군을 300배와 1,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777...통통통계계계분분분석석석

각 시편의 항복강도에 대한 자료를 one-wayANOVA로 분석하고 post-Hoc
으로 Bonferronimethod로 통계 처리하여 각 군 간의 전단 결합강도의 분포와 표
면처리의 변화가 결합강도에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의 여부를 통계
학적 유의차를 통해 알아보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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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전전전단단단 결결결합합합강강강도도도

전단 결합 강도의 평균은 SE,SA,ET,CT군의 순서로 높게 나왔으며,통계처
리를 통해 비교 검증한 결과,대조군인 CT군과 sandblasting과 산 부식을 모두
시행한 SE군 사이에 통계학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군 간에는 통계
학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p<0.05)

TTTaaabbbllleee222...Meanmaximum loadofshearbondstrengthingroupA,B,C,D(N)

Group Mean+SD
SA 123.84+26.51
ET 115.87+20.59
SE* 141.82+35.35
CT* 109.06+17.23

*: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betweentwogroups(p<0.05).
SD: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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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Meanmaximum loadofshearbondstrengthingroupSA,ET,SE,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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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파파파절절절 양양양상상상 육육육안안안관관관찰찰찰

파절 양상은 시편의 레진부위가 파절되지 않고 포스트만 탈락되는 경우(I),시
편의 레진 부위가 파절되며 포스트가 탈락되는 경우(II),시편의 레진 부위가 파절
되며 포스트도 함께 파절 되는 경우(III)의 3가지로 분류하여 계수하였다.표면 처
리에 따른 각 파절 양상의 분포는 table3과 같다.

IIII II II II II 

IIIIIIIIIIII

IIII II II II II 

IIIIIIIIIIII

Fig.7.Themodesofspecimenfracture(I-separationofresincoreandpost,
II-separationofresincoreandpostwithbreakageofresinpart,III-Breakage
ofspecimenwithoutbondingsurfaceseparation).

TTTaaabbbllleee333...Thecountsofspecimenfracturemodes

Group I II III
SA 0 2 8
ET 2 8 0
SE 0 1 9
CT 3 7 0

I: Separationofresincoreandpostwithoutbreakageofresinpart.
II: Separationofresincoreandpostwithbreakageofresinpart.
III:Breakageofspecimenwithoutbondingsurface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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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표표표면면면 처처처리리리 후후후 전전전자자자현현현미미미경경경 소소소견견견

각 표면 처리에 따라 전자 현미경 소견은 표면 미세 구조의 뚜렷한 차이를 보
였다.표면처리를 하기 전의 글라스 파이버 포스트는 전자현미경 소견에서 가로로
길게 주행하는 유리 섬유 다발들이 보이며 그 사이 사이에 무기질을 함유한 레진
기질이 유리 섬유사이에 있어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Sandblasting을 시행하고 산 부식을 실시하지 않은 SA군은 포스트의 표면이

sandblast의 입자에 의해 표면층이 파괴되어 무정형으로 고루 거칠기가 증가해
있고 표면에 작은 입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산 부식을 시행한
ET군의 경우 포스트의 유리 섬유 부분은 활택하고 깨끗한 표면을 보이나 파이버
사이의 레진기질 부위는 군데군데 함입된 불규칙한 모양의 구멍이 보였다.Sand
blasting후 산 부식을 실시한 SE군의 경우 300배의 저배율의 경우 SA군과 비슷
한 양상을 보이나 1000배의 고배율 관찰시 SA군의 표면에서 분수 있는 작인 입자
들이 제거되고 표면의 거칠기도 향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CT군은 별다
른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포스트의 표면 사진으로 레진 기질이 유리 섬유들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유리 섬유 부분이 매우 활택하고 레진 기질 부위
도 비교적 고르고 활택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

Fig.8.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views ofgroup SA aftersand
blastingsurfacetreatment.'A'isview of300magnificationsand'B'isview of
1,000magnifications.Surfacetreatmentmademorecoarsenessnotonlyinthe
resinitselfbutalsointheglassfibersurface(A).Smearlayerwasseenin'B'

AAA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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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view of group ET after
acid-etchingsurfacetreatment.'A'isview of300magnificationsand'B'is
view of1,000magnifications.Surfacetreatmentcontributedtotheincreasein
surfacecoarseness,corruptingtheinorganicwhichisplacedinresin.Butin
surfaceofglassfiber,therewerenosurfacetexturechange.

Fig.10.ScanningElectronMicroscope(SEM)view ofgroupSE aftersurface
Sandblastingandacid-etchingtreatment.'A'isview of300magnifications
and 'B'isview of1,000magnifications.Thetreatmentmadeincreasing in
surfacecoarsenessnotonly in theresin itselfbutalso in theglassfiber
surface(A).Smearlayerwasnotseeni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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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view ofgroup CT afteronly
silaneapplication.'A'isview of300magnificationsand'B'isview of1,000
magnifications.Glass fibers were embedded in resin matrix and the most
smoothsurfacetexturewas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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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임상에서 유리섬유 포스트의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실패 중 포스트
와 코아의 파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포스트와 코아의 간의 결합력 향상을 모색
하고자 유리섬유 포스트에 수종의 다른 방법으로 표면처리 시 포스트 표면 양상의
변화와 복합레진과의 결합 강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주조포스트가 아닌 기성포스
트의 사용 시 포스트와 코아의 결합이 분리될 경우 교합력이 주조관을 거쳐 그 내면
의 포스트와 코아를 통해 치근과 치아주위 조직으로의 고르게 분산되는 것이 실패
되며 이는 보철물 전체의 실패를 앞당길 수 있다고 사료되어 기성포스트의 사용 시
포스트와 코아간의 더 높은 결합강도의 획득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실험에 사용된 코아 재료는 복합 레진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복합 레진이 완전도
재관 하방에 주로 사용되는 core축성용 재료로 비교적 우수한 물리적 성질과 색조,
치질에의 결합력,적절한 중합시간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코어 자체의 파절 및 적절
한 유지형태의 제공 시 치질과의 분리에 의한 실패에 대해 예측할만한 임상적 성공
을 보장한다는5,6,10,22,23,29,31)기존의 연구에 기인한다.

표면 처리 방법은 제조자가 권한 표면 처리의 방법과 함께 보통의 치과 임상에서
microretention을 부여하기 위한 술식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 산 부식 방법과
sandblasting방법을 조합하여 실험군을 디자인 하였다.산 부식은 유리섬유 포스트
제품의 조성 중 무기질 성분이 있어 무기질 입자의 산 부식으로 일정량의 유지력을
제공해 줄 것을 예상하였으며 sandblasting방식은 물리적인 표면의 파절을 일으켜
거칠기를 부여하여 접착제의 유지력 증가에 기여 하리라 예상하였다.

전단 결합 강도는 push-outtype의 전단 결합 강도 실험을 하였다.이는 유리 섬
유 포스트의 원주형 모양에서 레진 코아 축성 시 많은 결합 면적을 차지하는 포스트
측면의 결합을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되며 임상에서 사용되는 유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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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포스트를 재료의 다른 가공 없이 직접 사용하여 간편히 결합강도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합강도는 시편의 파단점 응력을 측정하여 그 강도를 표시하였으며 각 군의 평

균을 내고 통계학적으로 결합강도의 유의차가 있는지 알아보았다.결합강도의 평균
은 SE군,SA군,ET군,CT군의 순서로 높게 나왔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 것은 SE군과 CT군간 뿐이며 그 의의 군 간에는 통계학적 유의차는 발견
되지 않았다(TableII).따라서 sandblasting과 산 부식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그 효
과가 서로 상협적으로 작용하여 전단 결합강도 향상에 기여 한다고 추정된다.

파절 후 파절 양상의 육안 관찰은 본래 처음의 실험 디자인 시에는 고려하지 않
았으나 실험 진행 중 그 파절 양상이 결합강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관
찰되어 그 수를 각 실험 군 별로 분류하여 계수하였다.파절의 양상이 core와 post가
결합 면이 분리되지 많은 상태로 파절된 경우는(modeIII)응력 하에서 post와 core
의 조기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포스트와 코아와의 결합 계면이 응력 하에서 crack의
전파에 의해 보철물의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생각된다.Core가 파
절되며 post가 탈락한 경우는(modeII)결합 면 중 일부가 먼저 분리되며 레진이 파
절된 경우로 해석 할 수 있다.Post만이 탈락된 경우는(modeI)가장 결합 강도가 낮
은 경우로 응력이 작용 시 post와 core의 접착 면에서 먼저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각 양상의 계수 결과를 보면 전단 결합 강도의 평균값의 크기가
높은 SA군과 SE군의 경우 III형의 파절 양상이 높게 나왔고,전단 결합강도의 평균
이 비교적 낮은 ET군과 CT군의 경우 I형과 II형의 빈도가 높게 나와 각 파절 양상
에서 결합 강도의 크기는 I의 경우 가장 약하게 결합된 경우이며 III의 경우가 가장
강한 결합을,II의 경우 중간 정도의 결합 강도를 시사한다고 추측된다.

전자현미경 관찰은 각각의 군을 표면 처리한 후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여 결
합력 증가에 기여하는 구조표면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결과를
보면 각 군의 결합력 향상은 표면 처리에 의한 post표면 거칠기에 비례한 것을 알
수 있다.Etching을 시행한 ET군의 경우 resinmatrix사이에는 무기질이 존재하므



- 16 -

로 무기질이 탈회되어 micro-reten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나 glass
fiber는 인산에는 부식이 안 되므로 표면 구조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Fig
9).Sandblasting을 시행한 SA군의 경우 sand입자가 분사되며 포스트의 표면에
부딪혀 fiber부위와 resin부위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균일하게 표면이 거칠어 진
것을 알 수 있으며(Fig.8)고배율에서 관찰 시 세척 이후에도 약간의 잔사층을 확인
할 수 있다(Fig.9).Sandblasting후 산 부식을 시행한 SE군은 sandblasting에 의
해 resin부위와 fiber부위의 표면 거칠기가 모두 증가하고 산 부식으로 sand
blasting에 의해 생긴 포스트와 aluminum oxide파편으로 이루어진 표면의 잔사층
이 제거되고 resin기질의 무기질 또한 탈회되어 가장 큰 표면 거칠기의 증가를 나
타낸 것을 볼 수 있다(Fig.10).

이상의 결과로서 glassfiberpost에 resincore의 축성 시 sandblasting과 산 부
식을 포스트 표면에 시행할 경우 전단 결합력 향상에 기여함을 알 수 있으며,특히
sandblasting과 산 부식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전단
결합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표면 처리는 근관 내에 post를 합착
시에도 결합 강도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특히 Co-jet이나 sand
blasting을 이용한 표면 거칠기 증가는 cement와 post간의 결합력 향상에 크게 한
다고 한다.26,28)

본 실험에서 다양한 표면처리가 전단결합강도 향상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나 실
제 구강내의 사용에 유용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의 힘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구강내의 환경과 더 근접한 실험 디자인을 적용한 연구가 더 있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인공 구강계를 사용한 반복적인 저작력의 범위내의 loading을 주는
디자인은 더 유용한 임상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사료되며,유리 섬유 포
스트의 경우 주로 전치부에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loading의
방향을 상악 전치부에 주로 작용하는 obliqueforce로 적용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사
료된다.또한 확실한 임상적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유리섬유 포스트를 장착한 치아
의 장기적인 예후에 관한 임상 실험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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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본 실험은 포스트 표면이 활택한 디자인의 유리 섬유 포스트를 사용하여 레진
코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처리에 의한 microretention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한 실험이나 동시에 posthead부위에 macro-retention을 제공하는 형태
를 부여한 타 제품의 기계적 결합 강도 또한 평가되어 유리섬유 포스트의 선택과 사
용에 유용한 지침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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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실험은 유리섬유 포스트와 복합레진 코아와의 결합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
색해 보고자 수종의 포스트 표면 처리 후 레진 코아를 축성하여 시편을 제작한 후
push-outtype의 전단 결합강도 테스트를 통하여 결합 강도를 측정하고 전자 현미
경으로 그 미세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현재 심미수복용 포스트로 시판되고 있는 유리섬유 포스트인 Style
post(Metalor,Swiss)와 복합레진 코아 간의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 평가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포스트 표면에 sandblasting과 인산을 사용하여 산 부식 하고 silane처리를 한
후 복합레진 코아를 silane만을 처리하고 레진 코아를 축성한 경우 보다 전단
결합 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Sandblasting처리는 유리섬유 포스트의 미세 구조에서 레진 기질 뿐 아니라 유
리섬유 자체의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켰다.

3.전자 현미경 관찰 소견에서 산 부식은 유리섬유 포스트 안의 유리섬유 사이에 기
질로 있는 resinmatrix의 무기질을 부식시켜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킨 양상을 나
타내었으며 sandblasting으로 생긴 포스트 표면의 잔사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함
을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로 포스트의 표면에 sandblasting과 산 부식 표면 처리를 할 경우 표면
미세 구조의 변화에 의해 복합레진 코아와 유리섬유 포스트의 전단 결합 강도가 증
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결합강도를 증가시켜 수복물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와 같은 다양한 방
향에서의 반복적인 응력에 대한 실험 디자인 및 장기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 하리라
사료되며 한 종류의 유리 섬유 포스트가 아닌 다양한 디자인의 유리섬유 포스트 각
각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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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Keun Keun Keun Keun Woo Woo Woo Woo Lee) Lee) Lee) Lee) 

The clinical application of glass fiber post provides some advantages. It has 

merits on translucency, chemical stability and bio-compatibility. Its similar 

physical property to the dentin makes less  root fracture comparing to metal 

post or zirconia post. 

For these advantages, glass fiber posts get widely used in esthetic 

operative dentistry. Therefore, it is assumed to prepare good clinical guide 

that guarantees successful prognosis of prosthodontics  through many studies 

on the post.   

Somefailuresofprosthodonticswithglassfiberpostandcompositeresin
core are resulted from postorcore fracture.Fracture could occurunder
repetitiveandheavystress. fractureofcompositeresincoreis-becauseof
itsbrittleness-occurredbyprogressofcrack.Bondinginterfaceofdifferent
materialshavelargepossibilityofstartingpointofcrackline,Sotheinterface
isveryimportantforpreventof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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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at,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how to get the higher  bond strength 

of glass fiber post to composite resin core. 

The Style Post produced by Metalor Co. is taken for this study. Four 

different treatments were performed. 

In the first group, the sand blasting and then silane was used on  surface. 

Second, the acid etching and silane  were applied on surface. 

The last, the silane treatment, after sand blasting then acid-etching, was 

treated. 

And for the control group, only the silane treatment was applied on surface. 

With the scanning electric microscope, we observed the surface changes.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On measuring the maximum fracture load of specimens,both the
treatments of sand-blasted and acid-etched one statistically showed the
strength increase rather than no sand-blasted and no acid-etched
group(p<0.05).
2.Thescanningelectricmicroscoperevealedthatsandblastingandetching

treatmentmadeincreasinginsurfacecoarsenessnotonlyintheresinmatrix
butalsointheglassfibersurface.

3. We could see in the scanning electric microscope view that the 

acid-etching eliminated the inorganic particles in resin matrix of glass fiber 

and the acid-etching after sand blasting eliminated the smear layer.

From above,Weknew thattheshearbondingstrengthofglassfiberpost
to composite resin could be increased by sand blasting and acid-etching
treatment.Howeverunderintra-oralcondition,thepost& corerestoration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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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eddownwithmultidirectionalandrepetitiveload,sorepetitiveloadtest
andlongterm follow upstudyshouldbeperformedtogetmoreusefulclinical
guide.

Key words : glass fiber post, composite resin core, surface treatment, shear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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