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착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서 근첨방향에 고인 본딩재를 제거

한다. 그 후 air blow를 충분히 한다. 본딩재

가 많이 남으면 ‘Fiber Post’가 들어가지 않

게 된다.

Gradia Core Self Etching 

Bond로 접착면처리를 한다.

본딩재 광중합

‘Gradia Core’을 주입. tip 끝부분

이 레진 속에 잠겨있는 채로 천천히 

빼면서 레진을 짜내듯이 하면 기포가 들어가

지 않는다.

접착시에 위치를 확인해 둔다. 

‘Fiber Post’ 표면을 청소한 후, 전

체를 ‘GC Ceramic Primer’에 침적시켜(←) 

실란커플링 처리(상단우측 그림)

시술 전 코어 형성에는 스텝이 있었으

므로, 근관에 맞추어 끝부분 스텝에는 

근관 충전재를 남긴다. ‘Fiber Post’ 적합이 양

호하여 근관 내 레진 양이 적으므로, 접착계면

에의 중합수축 영향은 적다.

충분한 ferrule을 확보할 수 있는 치

질이 남아있다. 하악소구치는 근관 

형태가 fiber에 적합하며, 직접법으로 양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기본적으로 방습과 건조를 철저히 

한다. 근관 내부는 면봉이나 paper 

point로 잉여 수분을 제거한 뒤 air blow를 

한다.

1-3
시적한 ‘Fiber Post’가 작업길이와 

일치하는지 측정한다.1-4

절단할 길이를 표시한다. 다이아몬

드 디스크로 커팅할 때, 절단 부위의 

fiber가 갈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좀 길게 남

기고 절단한다. vaccum을 하면서 실행하고, 

분진이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연삭하면서 길이를 조절한다. 

‘Fiber Post’ 측면에서 앞쪽으로 회

전방향을 맞추면 갈라지지 않는다.

구강내에서 완전한 건조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축성형상을 한다면, 

적층계면 접착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도 심각

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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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례의 경우, ‘Gradia Core’을 

남아있는 치질 높이까지 주입해 두면 

‘Fiber Post’를 투입했을 때 넘치는 레진 양

이 딱 알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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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Post’를 지주로 하여 텐트를 

치듯이 레진형태를 정리하고 첫 번째 

중합을 한다. 레진이 잔존치질의 높이까지 오

는 상태만은 피한다.

레진을 적층한다(상단 좌측그림). 표

층부근 미중합층과 저중합층 제거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축성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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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Fiber Post’에 맞는 사

이즈의 Fiber Post 드릴로 최종형

성을 한다. 사전에 작업길이를 재어 놓는다. 

형성 후, 근관brush로 충분히 근관 내부를 

청소한다.

1-15
지대치형성 종료 후. ‘Gradia 

Core’은 상아질과 비슷한 절삭감으

로 형성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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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Fiber Post’의 시적시, 순면에서 

관찰해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

이지만….

2-2
 근관 형성을 종료한 하악 좌측 견

치. 순면으로부터 관통하고 있는 와

동을 CR 충전하였는데, 이 영향으로 치수강

이 순면방향으로 넓고, 언더 컷이 커서 직접법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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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2 가는 fiber post/resin core의 우위성에 대하여

도쿄도 개원의 시마덴탈크리닉
치과의사 시마 히로미쯔

시작하며
심미성의 추구로 인해 metal-free 수복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관색의 지대

축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선 세라믹

소재의 post core도 응용되고 있는데, 일

본에서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glass fiber를 응용한 코어용 재료는 

현재 임상에서 널리 응용되어지고 있으며, 

metal-free에 의한 심미적 지대축조의 중

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Fiber Post’

와 같이 접착이 필수인 시술은 조작이 쉽

지 않으며 technical error로 인해 시술

술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

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error를 줄이기 위하여 간

접법으로 ‘Fiber Post’를 내포한 레진 축

조체를 장착하는 Case가 많은데, 본 원고

에서는 주의사항이 많은 직접법의 정확성

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1-1

증례1 기본 술식에 준한 전형적인 지대
축조와 주의사항

‘Gradia Core’와‘Fiber Post’의 임상응용

직접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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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Fiber Post’는 투입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로 절

단한다면, 순면의 언더 컷이 있는 방향으로 배

치할 수 있다.

근관형성 시, 형성 bur는 근관 형태

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만 사용한

다. ‘Fiber Post’가 순설쪽으로 치관 중앙으

로 향하는 것을 확인

주입한 ‘Gradia Core’ 에 ‘Fiber 

Post’를 투입할 때는,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천천히 주입 한다.

근관형성 시, 형성 bur는 근관 형태

를 조금 수정하는 정도로만 사용한

다. ‘Fiber Post’가 순설쪽으로 치관 중앙으

로 향하는 것을 확인

Gradia Core Self Etching 

Bond 도포, 광중합

술후. 레진을 대량으로 주입하여 한

번에 중합시키면 치질에 크랙이 발생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백후. 근심의 CR 충전은 치수강

에 관통하고 있으며, 치관부 잔존 치

질이 얇기 때문에 ‘Fiber Post’로 보강한다.

설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Fiber 

Post’의 순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

에 치관 상부의 보강효과를 얻을 수 없다.

상악 좌측 측절치의 미백전 상태

 ‘Fiber Post’를 삽입하고 광중합

한다. ‘Fiber Post’가 노출돼서는 

안된다.

3-1

3-4

3-7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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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강이 넓게 열려 있어 메인 

‘Fiber Post’ 주위에 가는 ‘Fiber 

Post’를 배치하기로 하였다. 근관형성은 본

래 근관 형상을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두꺼운 ‘Fiber Post’는 근관 형성 

bur가 들어가는 방향으로만 들어간

다. 하악 견치는 순측에 인장응력이 걸리므로 

‘Fiber Post’는 가능한 한 순측에 가깝게 배

치한다.

이번엔 직경 0.8㎜인 ‘Fiber Post 

N’을 4개 사용한다. 각각의 투입방

향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X-ray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Fiber Post’의 용적이 많아서 레

진양이 적고, 중합 수축의 접착계면에 영향이 

낮게 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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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치의 링갈콘케비티를 참고하면

서, ‘Fiber Post’가 노출되지 않는 

각도로 시적을 한다. 상악 전치는 설측에 인

장응력이 가해지므로 순측에 붙도록 배치한

다.

‘Gradia Core’ 을 순측에는 얇게, 

‘Fiber Post’와의 사이에 공간이 없

도록 펴서, 치질에서의 투과광으로 중합시키

고 설측에 적층한다. 화학중합 성능이 강화되

어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

접착면 처리후 ‘Gradia Core’을 주입.

3-3

3-6

4-3

2-4

2-7

증례 3  미백 후의 실활전치를 보강할 때의 응용방법에 대하여①

증례 4 미백 후의 실활전치를 보강할 때
의 응용방법에 대하여 ②

직경 1.6㎜인 ‘Fiber Post’만으로

는 근심측의 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4-4

시술후 X-ray 사진. Fiber Post가 

폭 넓게 자리잡고 있다.4-8

마치며
'Gradia Core’과 ‘Fiber Post’의 병용으

로, 역학적으로 메탈 코어와 크게 다른 점

은, 강도에 이방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대축

조의 설계는 ‘Fiber Post’ 배치와 치아에 

가해지는 응력의 방향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례 2~4는 언더컷량이 많아 인상채득이 

곤란하고 직접법이 더 많은 치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법보다 우위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근관이 넓게 개방되어 있

는 경우, 여러 개의 ‘Fiber Post’를 사용

하는 것으로 레진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중

합 수축이 적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

만, ‘Fiber Post’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기

포가 내재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

대로 강도 저하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

에 주의해야 한다.

 ‘Gradia Core’를 근관내에 주입하

고, ‘Fiber Post’를 투입한다.4-6
근심측에 ‘Fiber Post’가 많이 들

어가도록 배치. 이 증례에서는 직경 

1.6㎜를 1개, 직경 0.8㎜를 3개 사용하였다.

시술 후. 치관부 치질이 얇기 때문에 

‘Gradia Core’ 의 색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백후의 색조와는 조화롭게 

보인다.

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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