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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된 치아가 저작이나 발음, 심미적인 만족 등의 치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복될 때까지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 치수 

및 치근단 병변을 치료하기 위한 근관치료는 광범위한 치관부 결손뿐 아니라 치관부가 건전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근관치료한 치아와 이를 수복

함에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포스트 시스템의 비교 Comparison of Post System - Review

응력을 받았을 때 섬유강화 포스트는 금속 포스트에 비하여 치근파절 가능성이 적다. 금속포스트의 실패유형은 주로 포스트의 탈락과 치근파절이고 섬유강화 포스트의 

실패 원인은 주로 접착의 실패이다. 주조포스트가 실패했을 때 재수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약 32%이고 섬유강화 포스트에서는 약 5%를 차지한다(그림 3). 

섬유강화 포스트/코어의 술식 Clinical Procedure of Fiber-reinforced Post

1.포스트의 선택과 표면처리

섬유강화 포스트는 두 세가지 굵기를 가지며 일부의 치근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직경을 갖는 것을 선택한

다. 선택된 포스트의 크기에 맞는 포스트 형성용 드릴이 제공된다(그림 5).

일반적으로 포스트 표면에는 Silane(Porcelain Primer)이 처리되어 있으나 시적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으

므로 알코올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낸 후 Silane을 최대한 얇게 발라준다. 섬유강화 포스트의 접착에 있어 노

출된 유리섬유와 레진의 결합을 위해 표면에 Silane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림 2)측방력을 가했을 때 자 연치

와 포스트 수복치아의 치근 주위 응력

분포. 주조 포 스 트에서는 Counter 

stress를 받는 치근면과 포스트의 첨

부에서 응력의 집중이 관찰되는 반면, 

FRC 포스트는 자연치와 유사한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 

   섬유강화 포스트 Fiber Reinforced Composite Post (FRC Post)

•종류 : 탄성섬유 포스트, 유리섬유 포스트 

•특징 : 탄소 또는 유리섬유다발에 인장력을 가한 상태(pretension)에서 기질레진에 포매하여 제작한 강화형 복합레진이다. 

           60-70%의 Quartz Fibers와 30-40%의 DMA & filler로 구성되며 굴곡강도 및 피로강도가 매우 높고 치질 표면과 접착에 의해 유지된다.

           유리섬유에 의해 광투과가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이중중합형 레진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장점 : 심미적이고 생체친화성(biocompatibility)을 가지며 즉일 수복이 가능하다. 실패했을 때 제거가 용이하고, 탄성계수가 상아질과 유사하여 

            외부 응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킬 수 있다.

•단점 : 근관의 단면이 장방형/타원형일 경우 적합성이 부족할 수 있다. 접착과정과 레진시멘트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이 요구되며, 

           일부 시스템은 방사선 투과성으로 인해 진단에 문제가 있으나 최근에 Gradia Post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림 1) 금속포스트 및 주조포스트는 광투과가 제한되어 전치부 심미수복에 적합하지 못하다.

Fiber Post + Gradia Core Metal Post + Gradia Core Cast Metal Core

   포스트 수복의 원칙 Principles of Post Restoration

•성공적인 근관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관치료 및 포스트 공간 형성시 치질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스트 길이가 증가하면 유지가 증가한다. 

•근관와동 형성이 보존적이고 변연 능선이 건전한 경우에는 포스트나 금관수복이 불필요하다. 

•근관치료한 치아의 수복에 앞서 치경부 및 치근의 해부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포스트 삽입 및 기능 시 응력의 집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코어재는 체적 안정성 및 변형에 저항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그림 5) 근관의 위치에 따른 3가지 크기(∮1.2, 1.4, 1.6㎜)의 Graidia post system의 적용

1. 주조 포스트/코어의 실패율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15%/3-4년, 18%/10년, 14%/4년 등이며, 기성 

금속포스트의 실패율은 6.5%/10년, 8%/3-4년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2. 섬유강화 포스트의 실패율은 4년간 1,304 임상증례에서 41개의 실패(3.2%)를 나타낸다.  실패의 원인

으로는 접착의 실패가 25 case이고 치근단 병소의 재발이 16case로 실제 포스트로 인한 실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주조포스트와 섬유강화 포스트 수복에 대해 4년간 각각 100개의 임상증례를 비교했을 때, 주조포스트의 

성공율은 84%이고 실패원인은 근관치료 실패(3%), 크라운의 탈락(2%), 기타(2%-환자의 비협조), 그리고 

치근파절(9%) 등으로 나타났으며, 섬유강화 포스트는 95% 성공율에 근관치료 실패(2%), 환자의 비협조

(3%)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치근파절 9%는 우리 임상가에게 치명적인 결과이며 따라서, 주조포스트의 

선택과 적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소구치 협부 치은종창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치주탐침 깊이 10mm였고 판막을 밀어본 결과 수직파절로 판정

되어 근관치료 및 포스트 시술 4.5년 후 발치하였다.

그림 2)주조포스트와 섬유강화 포스

트 수복의 실패유형. 붉은 글씨는 재

수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패한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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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공간의 형성

치근의 길이와 포스트의 유지를 고려하여 길이를 

설정하고, Gates Glidden drill (#3 또는 #4)이

나 Pilot drill을 이용하여 GP를 대강 제거한다. 

선택된 포스트의 크기에 맞는 드릴을 이용하여 과

열로 인한 GP와 실러의 변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수하에 저속(1,000-5,000 rpm)으로 

포스트 공간을 형성한다.포스트가 계획된 근관의 

충전시 System B(수직가압)를 이용하는 경우에 

back-filling은 하지 않아야 한다. 포스트를 시적

했을 때, 근관벽과 적합성이 부족한 경우 레진시멘

트 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포스트 길이를 증가시

키거나 한 단계 굵은 포스트를 선택하여 적합성을 

개선해야 한다(그림 6). 

그림 6) 포스트의 적합성 개선

Loose post space

→→
Thicker Longer

3.근관벽의 전처리

포스트 형성과정에서 근관벽에는 GP, 실러, 상아

질 잔사 등 유기/무기질 잔사가 존재한다. 어떤 레

진시멘트를 사용하여 접착하더라도 다음의 과정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근관 세척액(3% NaOCl)을 사용하여 내부 근

관벽을 충분히(20ml 이상) 세척하여 유기질 잔사

를 제거한 후, 산부식제(37% 인산 또는 EDTA)을 

10초간 적용하여 도말층과 무기질 잔사를 제거한다. 

→ 산부식제를 완전히 수세한 후 포스트 공간내 

paper point를 이용하여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다

(그림 7).
그림 7) 포스트 접착을 위한 근관벽의 전처리 과정

5.코어용 레진의 선택과 축조 

섬유강화 포스트로 수복한 경우 코어는 복합레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코어용 레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

다 남은 수복용 레진을 이용할 수도 있다. 

코어용 복합레진은 :

1.충분한 물리적 성질과 경도를 가져야 한다. 

물리적 성질이 높은 복합레진이 높은 결합강도를 가지며, 상아질과 유사한 정도의 경도를 가져야 안정된 치아

삭제가 가능하다(그림 10).

2. 중합의 심도가 깊어야 한다.

구치부 수복과 같이 점층법으로 코어를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광조사에 의해 충분한 중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다루기 용이해야 한다. 

치관부 치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에는 시린지로 제공되는 저점도 코어용 레진(flowable type; 

Multicore flow, Luxacore 등)을 이용하고, 치질 및 포스트의 접착에 의해 코어의 유지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필러함량이 높은 코어용 레진(Multicore HB, Biscore, Photocore)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방사선 불투과성을 가져야 한다.

코어 실패의 많은 경우가 치질과 접착의 실패로 인한 누출과 2차 우식이다. 방사선 불투과성은 향후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치관부 치질이 광범위하게 상실된 근관치료된 치아에서 포스트/코어를 수복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증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0)이중중합형 코어레진의 중합방식(광중합 및 자

가중합)에 따른 굴곡강도

4.레진시멘트의 선택과 접착과정

접착성 포스트에 있어서 레진시멘트의 올바른 선택은 포스트의 유지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빛이 제대로 도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중합 또는 자가중합형 레진시멘트를 사용한다. 만일 이중중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광조사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임상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가중합형 레

진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8).

포스트 공간내 레진시멘트는 기포의 함입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의 레진시멘트와 코어시스템(Gradia 

Core)은 elongation tip을 장착하여 포스트 공간 내에 직접 주입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포스트 공간의 저면

에서부터 채우면서 주입해야 기포 형성을 막을 수 있다.  

그림 8) 레진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접착과정

•산부식형(복합레진형) 레진시멘트 - 포스트용 Microbrush를 이용하여 상아질 접착제를 

근관벽에 도포한 후 광조사한다. 사전 광조사는 결합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광조

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Self-cure activator(SCA, Pre-Bond)를 사용하거나 dual-

cure 용 접착제(Excite DSC)를 사용해야 한다. Silane 처리된 포스트 표면에 레진세멘

트가 잘 묻을 수 있도록 접착제를 얇게 바른다. 이 때 접착제는 광중합하지 않는다.

•자가접착형 레진시멘트 - 2 step의 경우(Panavia, Multilink, Bistite 등), 프라이머

를 도포한 후 건조시키고, paper point를 사용하여 여분을 제거하고 약간 건조시킨 후 레

진시멘트를 적용한다. 

•코어용 레진 - 코어용 레진을 레진시멘트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중중합형 코

어용 레진은 상아질 접착제와 부적합성이 없어야 하므로 3-step 접착제 또는 2-step 자

가부식형 접착제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레진시멘트에 비하여 결합능력은 적지만 코어를 동

시에 축조할 수 있어 편리함을 제공한다. 

그림 9) automix 형태의 Gradia Core와 코어를 근관

내 주입할 수 있는 elongation tip

임상증례 Clinical Cases 

증례 1. 포스트/코어의 기본 술식

그림 1-1)근관치료된 하악 제2소구치의 방사선 사진(좌)과 GP를 Gates Glidden drill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그림 1-5)산부식제를 충분히 수세한 후(좌), 근관 내 남아있는 여분의 수분은 paper point로 제거한다. 이 때 과도한 건조는 피해

야 한다.

그림 1-2)pilot drill을 사용하여 여분의 GP와 근관벽을 약간 

확대한 후, 선택된 포스트의 크기에 맞는 drill을 이용하여 

포스트 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1-3) 3% NaOCl(20ml)을 이용하여 근관벽을 충분히

세척한다.

 

그림 1-4) 레진시멘트 또는 코어용 레진과 접착이 이루질 부

위를 37% 인산으로 10초간 산부식한다.

12 13



그림 1-6) 자가부식형 접착제(Unifil Bond)의 primer를 근관벽과 코어가 접착될 부위에 모두 도포한 후 20초간 기다린 다음, 

bonding resin을 도포한다.

그림 1-11) 포스트를 완전히 삽입한 후(좌), 광조사는 충분히(40초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우). 그림 1-12)포스트 및 코어의 수복 후 치아를 삭제한다.

그림 1-7) 여분의 접착제가 포스트의 seating에 방해하지 

않도록 paper point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그림 1-8) 접착제의 충분한 광조사가 필요하며 비록 SCA를 

사용해도 광조사되어야 한다.

그림 1-9)포스트의 표면을 알코올 스폰지로 깨끗이 한 후 

Silane을 표면에 도포한다

그림 1-10) elongation tip을 장착하고 코어를 근관내 저면으로부터 서서히 주입한다.

그림 2-1)상악 제2소구치 근관치료가 완료되었다. 그림 2-2)#3 Gates Glidden drill을 이용하여 치근단 

4mm까지 GP를 제거한다.

그림 2-3)1.4mm 포스트 드릴을 이용하여 포스트 공간을 형

성한다.

그림 2-4) 포스트 공간 형성 후 근관의 모습

그림 2-6)37% 인산을 이용하여 산부식한다. 어떤 종류의 레

진시멘트 또는 코어용 레진을 선택해도 포스트 접착을 위해서

는 근관벽의 산부식이 필요하다.

그림 2-9)Unifil Bond의 프라이머를 근관벽 및 코어가 적용

될 부위에 도포한다. 충분히 기다린 후(20초), 완전히 건조한다.

그림 2-13)elongation tip이 부착된 Gradia core를 포스

트 공간에 주입하고 tip의 끝이 포스트 공간의 맨 밑까지 삽입한 

후 서서히 주입한다. 

그림 2-12)근관 내까지 충분히 광중합한다. 

그림 2-5)NaOCl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그림 2-7)충분히 수세한다.

그림 2-10)bonding resin을 도포한다.

그림 2-14)포스트를 서서히 삽입하여 코어가 밀려 나오도록 

한다. 

그림 2-8)여분의 수분은 paper point로 제거한다. 공기에 

의한 과도한 건조는 피한다.

그림 2-11)여분의 bonding resin은 paper point로 제거

한다.

그림 2-15)포스트의 끝단까지 광이 도달하도록 충분히 광중

합한다.

증례 2. 포스트/코어의 기본 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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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의 기능은 크라운을 위하여 상실된 치질에 코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금속 또는 주조포스트의 경우 비경제적이고 비심미적

이고, 상아질과 탄성계수의 차이로 인한 치근 파절의 가능성이 있으며, 근관치료 또는 수복의 실패 시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치질

과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보다 쉽게 수복할 수 있는 FRC post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 진다. 강한 포스트/코어는 응력의 집중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리 치과의사에게 필요한 대목이다. 

그림 2-16).그림 2-17)지대치 형성을 마친 협측 및 교합측 사진.

증례 3. 포스트/코어의 수복과 크리운의 직접수복

하악 전치나 상악 측절치는 치아가 작아 심미수복(All Ceramic Crown)을 위한 치아삭제에 매우 불리하며, 전치부 단일 치아의 심미 재현 역시 매우 어렵다. 

경우에 따라 복합레진에 의한 직접수복(Layering technique)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3-1),그림 3-2)포스트 삽입 후 충분히 광중합한다.

그림 3-4)body shade를 이용하여 주변 치아와 유사한 색

조로 축조한다.

그림 3-7),그림 3-8)최종적으로 정리와 연마 후 순측 및 설측 사진

그림 3-5)Translucent shade를 이용하여 법랑질의 질감

을 형성한다.

그 림 3-3)전 치 부 복 합 레 진 Gradia Direct의 dentin 

shade를 이용하여 포스트 주변에 축조한다.

그림 3-6)Dentin shade - enamel shade - trans 

shade를 점진적으로 축조하여 심미를 재현한다. 대략의 정리

(finishing) 후 사진.

그림 3-9)최종 수복이 완성된 방사선 사진으로 복합레진 축조

부위가 radiolucent 하지만, 기능적/심미적으로 안정된 수

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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