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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교정용 bracket과 Fiber Reinforced 

Composite  (FibreKor®, Splint-It®)의 전단결합강도

 본 연구에서는 FRC의 종류와 힘의 방향을 다르게 할 경우에 bracket 전단결합 

강도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 FRC를 매개로 하여 치아와 브라켓을 접착

하고 전단력을 가하여 브라켓을 제거하 다. sample수는 6개의 집단에 각기 10개

씩 모두 60개를 사용하 으며, 건강한 법랑질을 가진 치아로 선정해서, 협면만 노

출시키고, 레진블록에 매몰하 다. 각기 주어진 조건하에 브라켓을 접착한 후에, 

만능물성 시험기를 사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 다.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착제 잔류지수의 분포 양상,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통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 관찰을 통해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치아의 장축방향으로 브라켓에 수직적인 힘을 가할 경우에 woven type 

FRC 집단의 평균값은 154.52N, unidirectional type FRC 집단은 99.46N, 대조군 

에서는 64.23N 으로 나타났으며(p<0.05), 치아의 장축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브

라켓에 수평방향의 힘을 가할 경우에 woven type FRC 집단은 232.7N, 

unidirectional type FRC 집단은 161.6N, 대조군에서는 91.51N 으로 나타났다

(p<0.05). 

2. 동일한 집단에서 bracket에 수평방향으로 힘을 가한 경우가 수직으로 힘을 

가한 경우보다 전단결합강도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3. ARI sore의 분포양상을 분석한 결과, FRC 집단에서는 모두 접착제 내부의 

파절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다. 

4.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 관찰을   

통해 FRC 집단에서 파절이 FRC 내부에서 일어났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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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bracket과 Fiber Reinforced 

Composite(FibreKor®, Splint-It®)의 

전단결합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최 광 철  부교수) 

권   성   환 

I.   서 론  

  Fiber Reinforced Composite(FRC, 섬유강화 복합재)는 가볍지만 강한 강도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개발되었으며, 항공, 선박, 자동차, 골프채, 자전거 축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금속에서 나타나는 Creep현

상이 없으며, 환경 친화적이며, 방화성도 가진다. 이런 물성은 두 종류 또는 그 이

상의 재료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여 composite material을 만들게 되어서 더 강한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Glass, carbon/graphite, aramid, 

polyethylene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fiber를 polymer binder인 resin matrix와 

결합시킴으로써 composite의 stiffness와 strength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의학 역에선 carbon fiber로 강화된 epoxy resin으로 제작되어진 semirigid 

plates가 인간 tibia의 고정에 사용되었다(Tayton등, 1982). 치과 역에서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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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prosthodontic framework, orthodontic retainer, splint등으로 사용되었고, 

그 물리적 성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보고가 있다(Goldberg등 1992). 최근에 FRC는 

치과 역에서 새롭게 적용하여 porcelain-to-metal bridge, chair-side bridge, 

endodontic post, periodontal splint, retainers, dentures, crown과 같은 많은 치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Goldberg 등, 1992, 1994; Freilich 등, 1998), 아직 교정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보편화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FRC내의 glass fiber는 

우수한 심미성과 silane coupling agents를 통해 polymer와의 우수한 접착력을 가

지기 때문에 교정용 재료로 그 이용가치가 높다(Burstone 등, 2000). 교정 용도로

는 fixed retainer, space maintainer, 치주치료 동안 pontic을 치아에 붙이기 위한 

temporary orthodontic fixation, 외상 후 고정용 splint 등으로 편리하고 심미적으

로 사용된 임상증례가 보고 된 바 있다(Karaman 등, 2002). 

  FRC의 강도나 stiffness는 주로 fiber의 배열에 좌우되는데(Morley등 1987), 

Glass fiber 자체로도 높은 tensile strength를 가지지만, fiber를 함유한 FRC의  

강도는 fiber-volume fraction, matrix의 stress-strain behavior, fiber-matrix 

interface와 같은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Karmaker등 1997). 

  FRC는  unidirectional 또는 bidirectional의 서로 다른 fiber 구조를 가진 형태로 

제작되므로(Chong등 2003), FRC의 강도는 load의 방향에 대한 fiber의 방향에   

의해 좌우된다. Unidirectional fiber의 경우 load가 fiber의 장축방향으로 가해질 

때 최대강도를 나타내고, load가 fiber방향과 경사지거나 수직이 되면서 감소한다. 

Bidirectional fiber(wooven type)의 경우 fiber의 반만이 load의 방향과 일치하므로 

보강효율(reinforcing efficiency)은 Unidirectional fiber의 1/2이다(Schwartz등 

1996). 최근에 들어서는 FRC를 교정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Burstone 등, 2000), 고정원을 보강하거나, 치아를 분절로 전체이동 시키는 데에

도 사용되고 있어서 모든 치아에 장치를 붙이지 않고, 효율적이며 심미적인 치료

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장치를 붙이기 어려운 metal crown에도 band

를 사용하지 않고 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FRC를 사용하여 장치를 붙일 

경우에 flowable 레진(Flow line®)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FRC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접착강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다(Burstone 등, 2001). 이전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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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FRC의 임상적인 유용성과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논의 되었으나, 구강 

내에 FRC를 사용하여 브라켓을 접착시킬 때,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

급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FRC의 종류와 힘의 방향을 다르게 할 경우에 

bracket 전단결합 강도의 차이를, 실제 치아와 bracket을 사용하여 알아보았으며, 

bracket 제거 후에 치아표면에 남아있는 잔여 레진의 양상에 대해서도 연구하

다. 

 

   

 



- 4 -

II.  연구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발치된 60개의 대구치(제3대구치 포함)를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하 다. 치아는 

bracket이 부착될 협면에 우식병소나 수복물이 없으며, 건강한 법랑질 상태를   

가진 치아로 이전 치료에 의해 탈회되지 않은 치아로 선별하 고, 사전에 crack 

line에 대한 검사를 거친 건전한 것으로 엄선하 으며 치아를 깨끗하게 하여 사용

할 때까지 생리식염수에 보관하 다. bracket은 제1대구치용 금속 bracket 

(Formula R, Tommy, Tokyo, Japan)을 사용하 으며, bracket의 접착 기저면적은 

22,75mm
2 
이었다. 접착제는 광중합용 flowable 레진(Flow line

®
)을 사용하 다. 

FRC는 unidirectional type으로는 상품명 FibreKor
®
(Jeneric/Pentron Inc., 

Wallingford, USA), woven type은 Splint-It®(Jeneric/Pentron, Wallingford, Conn)

을 사용하 다. 광중합기는 플라즈마 아크 광원을 이용한 Flipo(Label France, 

Lyon Cedex, France)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광중합기의 광도는 1898 

mW/cm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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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ypes of FRC

 

2. 연구 방법

 (1) 시편제작

표본으로 선택된 치아를 교정 기공용 레진(Dura Ortho-Acrylic, Reliance Co.)을 

이용하여 치아 협면이 노출되도록 레진 블록 안에 고정하 다(Fig. 2). 치아의 협

면은 전단결합강도 측정 실험 시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레진 블록

에 고정하 으며, 레진 블록은 만능물성 시험기(Model 6022, Instron Co., High 

Wycombe, U.K.)의 고정 틀에 맞는 모양과 크기로 제작하 다. 제작된 시편은 레

진 블록의 완전경화 후 사용할 때까지 생리식염수에 보관하 다. 60개의 시편은 

실험조건에 따라서 한 군에 10개씩 모두 6군으로 나누었다. loading condition에 

A. Unidirectional type B. Wove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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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치아장축에 평행한 방향이며  bracket에 수직으로 힘을 받는 집단(Vertical 

group)과 치아장축 방향과 수직이며 bracket에 수평으로 힘을 받는 집단

(Horizontal group)으로 나누었고, 각 집단내에서는 사용한 FRC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3집단(unidirectional, woven, control)으로 나누었다. bracket 부착이 완료된 

시편은 Nigel 등(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37℃, 100% 상대습도에서 24시간 보관

한 후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 다. 

 

Fig. 2 A sample used in the experiment to 

determine the bond strength of 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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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acket의 부착 

시편의 치아는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경석분(pumice)과 고무 연마컵(rubber cup)

으로 치면 세마를 하고 물로 세척을 한 다음 기름이 함유되지 않은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 법랑질 표면을 37% 인산 겔로 30초간 산 부식 처리하고 20초간 다시 

압축공기로 건조시켰다. 치아 표면이 적절히 산 부식 처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dull-white froasted appearace가 보임을 확인한 후에 법랑질 표

면에 resin primer를 한 겹 도포하고, Flipo
®
 로 10초간 중합하 다. control군에서

는 FRC를 사용하지 않고, flowable 레진(Flow line
®
)만을 사용하 다. bracket 기

저면에는 resin primer를 도포하 으며, 다시 Flipo® 로 20초간 추가로 중합하 다. 

FRC군에서는 법랑질에 resin primer를 도포한 후에, flowable 레진을 FRC에 바르

고, 10초간 중합하 다. 그 다음 bracket 기저면에는 resin primer와 flowable 레진

(Flow line®)을 바르고, FRC에 접합시킨 후 추가로 30초간 중합하 다. bracket 

기저면은 실험기계에 수직이 되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레진 블록의 윗면

과 수평을 이루도록 접착되었다. 광조사 동안 광조사기의 light guide tip은 접착제

에 가능한 가까이 접근하여 조사하 고, 조사광원의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FRC가 완전히 중합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동안 광조사를 하 으며, 부가적인 중

합을 위해서 light curing box (INDILUX II
TM
 , Dental search Co.)에 3분간 넣어

두었다. bracket 부착이 완료된 시편은 Nigel 등(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37℃, 

100% 상대습도에서 24시간보관한 후 전단 결합강도를 측정하 다. 

(3) 전단결합강도 측정

시편을 제작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만능물성시험기를 이용하여, shear mode로 

모든 시편에서 브라켓 제거 시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기록하 다(Fig. 3). 브라

켓 제거 시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브라켓의 기저 면이 평행하도록 시편을 고정 

틀에 끼워 고정하고 만능물성시험기의 하방 단상에 고정 틀을 위치시켰다. 분당 

1mm의 속도로 내려오는 끌 모양의 막대를 이용하여 브라켓과 치아 사이의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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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에 하중을 가하고 접착이 파절되는 순간의 최고 하중을 측정하 다(Fig. 4). 

브라켓의 기저면적은 22,75mm
2
로 동일하 으므로, 측정치를 뉴우튼(N)으로  표시

하 다.   

 

  

Fig.3 Overall view of Model 6022,

Instron Co., High Wycombe, U.K.  

Fig.4 Direction of force to the      

bracket ;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the tooth (Vertic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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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라켓 접착면 파절 양상의 관찰

 

 브라켓 제거시 접착제에서 파절이 일어나는 것이 치질을 보호하고, 강한 접착강

도를 가진다. 이런 접착제의 물성과 브라켓이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되었는지에 대

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1984년 Artun과 Bergland에 의해 개발되고, Bishara와 

Trulove(1990)에 의해 사용된 접착제 잔류지수(Adhesive Remnant Index, ARI)를 

이용하여 파절 후에 치면에 남아있는 레진 접착제의 양을 다음과 같이 점수화 하

다. 전단결합강도 이하의 힘에서 치아가 파절된 경우는 따로 분류하여 표시하

다.

       Score 0 : 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Score 1 : 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반 이하로 남아 있는 경우

       Score 2 : 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반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

       Score 3 : 치면에 레진 접착제가 모두 남아 있는 경우

  (5)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한 브라켓 접착면      

      파절 양상의 관찰

 

 전단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단결합강도 측정실험을 

마친 후에, 3집단에서 ARI Index가 가장 빈도 있게 나타난 표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bracket 기저면의 파절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 하여 관찰하 다. 선택된 표본 bracket은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수 있도록 시편처리를 위해 금도금(Gold copping)하

다(Fig. 5). 사진의 시편들은 맨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각기 Unidirectional FRC , 

Woven type FRC, 대조군을 사용한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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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계 처리

 FRC를 사용하 을 때 접착력이 증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SAS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하 다.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가할 경우에 다른 세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일요인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고, 집단간의 다중비

교(multiple comparison)를 위해서 사후 검정(Tukey's studentized range test)을 

실시하 다. 동일한 집단에서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접착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 다. 

파절이 일어난 접착면을 관찰하여서, 접착제 잔류지수(ARI Index)로 표시하 으

며, 가장 빈도있게 나타난 파절부위와 양상을 조사하 다.    

Fig.5  Gold copped specimens

       for micro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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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연구 결과 

1.  힘의 방향에 따른 집단간의 전단결합강도 

 

 (1) 치아의 장축방향으로 bracket에 수직 힘을 가한 경우

브라켓에 수직방향의 힘을 가할 경우에 가장 큰 전단결합강도를 보인 집단은 

Woven type FRC를 사용하여 접착을 한 집단이었으며, 대조군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전단결합강도 수치는 대조군은 41.23N-87.46N, Unidirectional FRC 군은 

83.71N-124.4N, Woven type FRC 군은 92.07N-190.2N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세 

집단에 대해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후 검정(Tukey's 

studentized range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세 집단 모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Table 1. Shear bond strength depending on the vertical loading force

FRC type   Direction of  Number of  

                 force       sample

Shear bond strength 

(N)

Mean   SD  p-value

unidirectional      Vertical         10         99.46
a    

14.04

.0001 woven                                                                                                                          Vertical         10         154.52b   37.82

 control(no FRC)   Vertical         10         64.23
c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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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치아의 장축방향과 수직으로 bracket에 수평 힘을 가한 경우

전반적으로 브라켓에 수평 힘을 가한 경우가 수직 힘을 가한 경우보다 전단결합

강도가 더 큰 값을 보 다. 이 실험에서도 가장 큰 전단결합강도를 가진 집단은 

Woven type FRC를 사용하여 접착을 한 집단이었으며, 대조군에서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났다. 전단결합강도 값은 대조군이 46.89N-114.4N, Unidirectional FRC 

군은 106.1N-211.3N, Woven FRC 군은 124.4N-416.4N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세 집단에 대해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사후 검정(Tukey's 

studentized range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은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 2. Shear bond strength depending on the horizontal loading force

 FRC type  Direction of  Number of  

               force         sample

Shear bond strength

(N)

Mean   SD  p-value

unidirectional     Horizontal        10         161.6
a    

35.96

.0001 woven                                                                                                                  Horizontal                                                                     10         232.7b    82.30

 control(no FRC)  Horizontal        10         91.51
c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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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내의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결합강도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 집단에서 bracket에 수평 힘을 가한 경우가 수직 힘

을 가한 경우보다 전단결합강도 측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자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집단 모두에서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 

결합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집단내의 두 자료(vertical, horizontal)를 각기 비교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 다. 통계 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두 가지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결합강도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N)

Fig.6 Shear bond strength of each group

(Direction of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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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라켓 접착면의 파절 양상

브라켓을 제거한 후에 치아 표면에 남은 접착제의 양을 접착제 잔류지수로 표시

하고, 접착제 잔류지수가 가장 빈도있게 나타나는 집단을 알아보았다(Table 4.). 

대조군에서는 수직 힘의 경우 1점인 경우가 4개(40%), 2점인 경우가 4개(40%)로 

우세한 양상을 보 고, 수평 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레진 내

부에서의 파절이 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브라켓 계면에서의 파절도 2

개(20%)일어났다(Fig. 7-a). Unidirectional FRC에서는 수직 힘을 가할 때 1점인 

경우가 7개(70%), 2점인 경우가 3개(30%)로 나타났으며, 수평 힘을 가한 경우에서

는 1점인 경우가  7개(77.8%), 2점인 경우가 2개(22.2%)로 나타났다. 전체로 합산

하면, 1점인 경우가 14개(73.8%), 2점인 경우가 5개(26.3%)로 나타났다. 수평 힘을 

가한 경우 중 1개의 치아에서 법랑질 파절이 일어났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

Table 3. Shear bond strength depending on the different loading forces        

     in the same group.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FRC type Direction of Number of  

               force      sample

Shear bond strength(N)

 Mean    SD   p-value 

unidirectional  Horizontal        10         161.6a     35.96

                  Vertical        10  
       

99.46
b     

14.04

 woven                                                                                        Horizontal         10         232.7a     82.30

                                                                                                                                                                              Vertical                                                                    10    
     

154.5
b     

37.82

 control         Horizontal        10         91.51a     18.15

                  Vertical        10    
     

64.23
b     

14.93

.0007*

.015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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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Unidirectional FRC의 경우에서 파절된 치아를 제외하고, 모두 FRC내부에서 

파절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다(Fig. 7-b). Woven type FRC에서는 수직 힘을 가했

을 때 1점인 경우가  2개(20%), 2점인 경우가 8개(80%)로 나타났으며, 수평 힘을 

가했을 때에서는 1점인 경우가 2개(33.3%), 2점인 경우가 4개(66.7%)로 나타났다. 

전체로 합산하면, 1점인 경우가 4개(25%), 2점인 경우가 12개(75%)로 나타났다. 

Woven type FRC에서는 수평 힘을 가한 경우, 법랑질이 파절된 경우가 4개로 

Unidirectional FRC보다 더 많이 발생하 다(Fig. 7-c). 우세하게 파절이 일어난 

양상을 관찰해보면, 파절은 주로 FRC와 브라켓 기저부의 레진사이의 계면에서 뜯

어지듯이 파절이 일어났고, 일부의 시편에서 FRC 유리섬유질이 소량 뜯어져서 레

진과 함께 묻혀 있는 양상을 보 다(Fig. 7-d). 

   

Table 4. Comparison of the Adhesive Remnant Index(ARI) according to    

         the type of FRC and the direction of force.

         (V: vertical, H: horizontal, T: total)

    ARI=0  ARI=1   ARI=2  ARI=3

FRC types  n(%)    n(%)    n(%)    n(%)   total

unidirectional(V)               7(70%)    3(30%)               10

 woven (V)                                                                                                                                                                                                                    2(20%)    8(80%)               10

 control(V)                      4(40%)    4(40%)    2(20%) 

 unidirectional(H)              7(77.8%)   2(22.2%)              9

 woven(H)                     2(33.3%)   4(66.7%)              

control(H)                                                                                                                                                                      4(40%)    4(40%)    2(20%)    10

6

unidirectional(T)             14(73.7%)   5(26.3%)              19

 woven (T)                                                                                                                                                                                                             4(25%)     12(75%)          

 control(T)                     8(40%)     8(40%)    4(20%)    20

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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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d Woven type FRC

Fig. 7-a Control 

Fig. 7-c Enamel fracture       

        (Woven type FRC)

 Fig. 7-b Unidirectional 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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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한  

    브라켓 접착면의 파절 양상에 대한 관찰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를 관찰하는 것이   

결합강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ARI Index를 조사한 후에 세 집단에

서 파절형태가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 표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 하여 관찰하 다. 먼저, 대조군에서

는 파절이 주로 레진내부에서 일어났는데, 이 파절 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저배율(x2.00K)에서 표면이 불규칙적이면서 거친 양상을 보 고(Fig. 8-a), 섬유질

이 함유된 형태의 파절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고배율(x10.0K)에서는 파절된 레진

내의 filler입자들이 관찰되었다(Fig. 8-b).

Fig. 8-a microphotograph of   

    flowable resin after failure

Fig.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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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irectional FRC 집단에서는 파절이 주로 FRC내에서 일어났다. 파절 면을   

저배율로 관찰하면 유리 섬유의 배열이 일렬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구조와 배열이 

파괴되어, 배열 방향이 변한 유리섬유들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Fig. 9-a).     

고배율 관찰에서 유리섬유의 구조가 손상되고 파절된 것이 관찰된다. 유리 섬유들 

사이로 레진 matrix의 입자들도 일부 같이 붙어서 섞여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  (Fig. 9-b).

Fig. 9-a Microphotograph of 

unidirectional FRC after failure

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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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ven type FRC 집단에서는 파절이 주로 FRC와 레진의 계면부에서 일어났다. 

저배율 소견에서는 옷감을 짜는 듯이 유리섬유끼리 교차하는 Woven type FRC 

의 정상적인 배열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의 배열과 함께 레진 matrix 

덩어리들이 FRC의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다(Fig. 10-a). 고배율  

소견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파절된 FRC의 유리섬유가 관찰되며, 파절된 FRC하

방에는 빠져나간 FRC가 레진에 남긴 자국들이 음형으로 인기되어 나타났다      

(Fig. 10-b).

Fig. 10-a Fig. 10-b



- 20 -

IV.  총괄 및 고찰 

 FRC 는 견고한 연결장치로 고정원을 보강하거나, 치아를 이동시키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bracket과 호선은 개개 치아의 이동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악간이동과 분절간 전체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개별적인 치아 이

동이 오히려 고정원을 약화시키며.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방지하

고, 치아를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호선과 장치가 필요

하게 된다. FRC bar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런 호선과 장치를 효과적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추후에 유지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FRC는 금속과도 결합이 우수

하므로, 대구치에서 band를 대용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FRC를 사용하여 교정용 

bracket을 부착시킬 때,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결합력을 알아보고 파절양상을 조사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FRC를 사용한 집단의 파절강도는 대조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많은 경우에서 3배 이상의 강도를 보 다. 수직 힘을 가한 경우에서 

전단결합강도는 Woven type FRC 집단이 가장 큰 전단결합강도를 보 고, 그 다

음이 Unidirectional FRC 집단, 대조군 순서로 나타났다. 수평 힘을 가한 경우에서

도 전단결합강도의 크기는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수평 힘을 가한 경우가 수직 

힘을 가한 경우보다 전단결합강도가 더 큰 값을 보 다. 이런 차이는 FRC가 유리

섬유의 배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경우에 가장 강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조군과 

FRC 집단 간의 전단결합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가장 가능한 설명은 strip의 면적이 bracket 기저면적보다 더 넓어서   

전단력이 가해질 때 힘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bracket base는 치아의 

표면에 근사적으로 접촉하므로 adhesive의 두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FRC 

strip은 pre-preg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하므로, 치아의 표면에 정확히 접합된 후에, 

광중합이 된다.  따라서, adhesive의 두께가 얇고, 결과적으로 결합강도가 증가하

게 된다. 점도가 강한 adhesive는 치아에 우수한 접착력을 보이지만, bracket base 

계면부에서 파절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낮은 결합강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FRC에 bracket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adhesive의 점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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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치를 부착할 때 사용하는 adhesive의 점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FRC를 치아에 부착할 때는 점도가 비슷하거나 높은 adhesive를 사용할 수 

있다. 파절면에 대한 연구는 Artun과 Bergland(1984)에 의해 고안된 접착제 잔류

지수(Adhesive Remnant Index; ARI)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를 관찰하 다. 모든 시편에서 ARI score는 힘의 방향과 

관계없이 1 혹은 2값을 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접착제에서의 파절이 주로 나타

났다는 의미로 접착방법이 이상적임을 나타낸다. 대조군에서도 접착제 내의 응집 

파절(cohesive failure)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브라켓 기저면에서의 접착 파절

(adhesive failure)은 소수에서만 일어났다. Unidirectional FRC 집단과 Woven 

type FRC 집단에서는 모든 시편에서 접착제 내부의 응집 파절(cohesive failure)

이 일어났다. Unidirectional FRC 집단에서는 파절이 FRC strip내에서 일어났으며, 

이것은 브라켓 제거시에 FRC strip만 치아에서 벗겨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oven type FRC 집단에서도 접착제 내부의 파절이 일어났는데, 

파절부위는 주로 FRC와 브라켓 기저부의 레진사이의 계면부에서 일어났다.  

Unidirectional FRC는 한 방향으로 섬유가 배열이 되어 있지만. Woven type FRC

는 섬유배열이 서로 옷감을 짜는 식으로 수직으로 교차되어 촘촘히 엮어져 있다. 

즉, 이 섬유 배열을 파괴하여 일부를 떼어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일부의 시편에

서 FRC가 소량 묻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파절부위에서는 주로 레진만이 관찰되었

다. 수평 힘을 가한 경우에서 법랑질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Woven type 

FRC의 경우가 4개로, Unidirectional FRC 의 경우 1개보다 더 많이 발생하 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시편제작에 사용

된 치아들은 연구재료에서 언급했듯이, 법랑질에 균열이 없고 건강한 치아로 선별

하 다. 그러나, 치아는 발치 후 생리식염수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치수 생활력

이 있는 실제 구강 내의 치아보다 더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랑질 손상에 더 

민감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임상에서는 브라켓을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

로 debonding plier를 사용하여 접착계면이나 브라켓 기저면을 파괴 시키는데, 실

험에서는 만능물성시험기로 접착 계면을 끌 모양의 쇠막대로 한 방향으로만 전단

력을 가해서 브라켓을 제거했기 때문에. 치질을 보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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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대조군에서와 수직 힘을 가한 모든 시편에

서는 이런 법랑질 파절이 일어나지 않았다. 수평력을 가할 때의 FRC의 전단결합

강도가 다른 경우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법랑질 균열의 발생을 단지 접착 계면에

서의 결합강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다른 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 장치 제거와 연관된 법랑질의 파절이나 손상은 산부식 

처리에 위한 탈회의 양과 레진이 법랑질 속으로 침투한 정도에도 향을 받는다. 

브라켓의 전단결합강도가 너무 높은 것은 장치 제거 시 그 만큼 법랑질 손상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꼭 장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장치 제거에 필요한 

힘 측정값에 있어 큰 표준편차에서 나타나듯이 법랑질은 보통 더 큰 힘도 잘 견

디지만 법랑질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장치 제거 

방법을 따르며 너무 강한 결합강도만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주사

전자현미경(SEM)을 통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 관찰은 실험결과를 

입증해 준다. 대조군에서는 저배율 소견에서 표면이 불규칙적이 면서 거친 양상을 

보 고, 고배율 소견에서는 파절된 레진내의 filler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Unidirectional FRC 집단에서는 저배율로 관찰하면 유리 섬유의 배열이 일렬로 이

루어진 정상적인 구조와 파괴된 유리섬유의 배열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고배

율 관찰에서는 유리섬유의 구조가 손상되고 파절된 것이 관찰 되었으며, 유리섬유

들 사이로 레진 matrix의 입자들도 일부 같이 붙어서 섞여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Woven type FRC집단에 대한 저배율 소견에서 옷감을 짜는 듯이 유리섬

유끼리 교차하는 정상적인 배열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유리섬유의 배열과 함

께 레진 matrix 덩어리들이 FRC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배율 

소견에서는 흔하지는 않지만, 파절된 FRC의 유리섬유들이 관찰 되었으며, 파절된 

FRC하방으로 빠져나간 FRC가 레진에 남긴 자국들이 음형으로 인기되어 나타났

다. 최근 들어서 FRC에 대한 임상적인 사용이 교정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에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굽힘 강

도, 수분흡수에 따른 강도변화 측정 등,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강내에는 다양한 조건이 존재하며, 장치가 실제로 힘을 받

는 방향도 여러 가지 복합된 방향으로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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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연구는 이런 실제 구강내의 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집단간의 차이와 

가장 적합한 형태의 FRC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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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결 론

 

FRC를 매개로 하여 치아와 브라켓을 접착하고 전단력을 가하여 브라켓을 제거하

다. sample수는 6개의 집단에 각기 10개씩 모두 60개를 사용하 으며, 건강한 

법랑질을 가진 치아로 선정하여서, 협면만 노출시키고, 레진블록에 매몰하 다.  

각기 주어진 조건하에 브라켓을 접착한 후에, 만능물성 시험기를 사용하여 전단결

합강도를 측정하 다. 접착제 잔류지수의 분포 양상,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 관찰을 통해 힘의 방향에 따른 전단결합

강도의 차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치아의 장축방향으로 브라켓에 수직적인 힘을 가할 경우에 가장 높은 전단

결합강도를 보인 집단은 woven type FRC 집단이었으며, unidirectional type 

FRC, 대조군 순서로 나타났다(p<0.05). 

2. 치아의 장축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브라켓에 수평방향의 힘을 가할 경우에 

가장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인 집단은 woven type FRC 집단이었으며, 

unidirectional type FRC, 대조군 순서로 나타났다(p<0.05). 

3. 동일한 집단에서 bracket에 수평방향으로 힘을 가한 경우가 수직으로 힘을 

가한 경우보다 전단결합강도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5). 

4. ARI sore의 분포양상을 분석한 결과, FRC 집단에서는 모두 접착제 내부의 

파절이 일어났음을 알수 있다. 

5.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한 파절면의 양상과 섬유의 파절형태 관찰을   

통해 FRC 집단에서 파절이 FRC 내부에서 일어났음을 알수 있다.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FRC를 사용하여 브라켓을 접착하면 전단결합강도가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구강내의 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집단간의 결합강도의 차이와 가장 적합한 형태의 FRC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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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요 약 

Abstract

 Shear bond strength of Fiber Reinforced 

Composite(FibreKor®,Splint-It®) and orthodontic bracket 

Sung Hwan Kwon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Kwangchul Choy) 

  Using fiber reinforced composite(FibreKor®,Splint-It®), the difference of 

Shear bond strength of FRC(Fiber Reinforced Composite)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s, the distribution of ARI(Adhesive Remnant Index) score and 

microphotographs of FRC were examined. Specimens were grouped into 6 by 

the types of FRC and the directions of loading force. The number of 

specimens was 10 at each group.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Under the vertical loading force to the bracket, the FRC groups         

   withstood loads 2 to 3 times greater than the control groups. The       

   woven FRC group tended to be stronger than unidirectional FRC        

   group(p<0.05).

2. Under the horizontal loading force to the bracket, the FRC groups       

   withstood loads 2 to 3 times greater than the control groups. The       

   woven FRC group tended to be stronger than unidirectional FRC        

   group(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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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same group, the shear bond strength is higher in case of         

   horizontal loading force(p<0.05).

4. Inspection of ARI scores and microphotographs by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showed that the failures generally occurred in the FRC strips     

  or at the interface of FRC and resin substrates.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bond strength of brackets were much  

more increased by FRC. Consequently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delineate group differences and to establish which FRC configuration is the 

most advantageous for attachment bonding.

Key words : FRC(fiber reinforced composite), Shear bond strength,  

             Loading force, ARI score, 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