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dia Core self etching bond

를 혼합 후 근관에 꼼꼼히 도포하여, 

30초간 방치한 후 약한 공기압으로 충분하게 

건조시킨다.

교합상태, 치아위치, 치은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정 장치를 제거.

초진 시. 외과 교정종료 후의 상태. 

보철치료를 목적으로 내원.

도쿄도 개원의 나카노 덴탈 크리닉 치과의사

마츠오 코이치

시작하며
  지대축조를 포함한 치관수 복치료는 

최근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발전의 배경에는 상아질에 대한 접착, 

축조용 컴포짓 레진, 그리고 Fiber Post

의 등장을 말할 수  있다.

  일본인의 치은이 비교적 얇기 때문에, 치

관부만이 아닌, 치관 내부 특히 근관 내부

에서 최대한 실활치의 변색에 대처하는 것

은 심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치질을 필요

이상으로 절삭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

에서도 중요하다. 

  종래의 방식으로 근관 치료 후, 코어 형

성을 하고, 코어 제작용 인상을 하였다. 

또한 메탈 코어를 제거하고 재근관 치료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에 under cut

이나 얇은 치질은 인상의 변형원인이 되므

로, under cut을 없애는 근관 형성이나 

얇은 치질은 될 수 있는 한 절삭하여 적합

성이 좋은 주조체를 장착하는 것이 종래

방식인 주조지대축조이었다. 이 때 under 

cut을 완전히 제거하면 근관측벽이 얇아

져, 시술 후 수년 안에 치근 파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치

은선상의 치질이 얇거나, 적은 경우, 컴포

짓 레진으로 보강하여 그 후에 크라운 수

복을 하는 것으로, 치질의 삭제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근관 처치 후 조기에 지대축조

를 하는 것으로 임시 크라운 탈락을 방지

하거나 근관내 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필자 의 임상 중 에서 지대 축 조 시, 

Fiber post resin core 혹은 레진 축조

만을 사용한 수복이 95%를 넘는다. 임상

적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부위, 혹은 명백히 

레진 접착이 어려운 상태를 제외하고, 일

상적인 임상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술방법이다. 

1-1 1-2
치은의 염증을 억제한 후, 

provisional restoration을 장착.1-3

 Anterior over bite의 확인. 동시

에 순측의 치은이 얇은 관계로 메탈 

프리 수복물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중절치절연과 아랫 입술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교합관계를 결정한다.1-5
메탈코어를 제거하고, 근관치료가 종료

된 상태. 치은연상의 잔존 치질이 적다. 1-6

근관형성 시. 직접법이므로 무리하

게 언더컷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근관내에 시적한 Fiber Post를 알코올

로 청소하고, GC Ceramic primer를 

사용하여 표면처리(실란커플링 처리)를 한다.

지대축조 종료 후의 길이보다 Fiber 

Post가 약간 긴 정도의 길이로 절단

한다.

Gradia Core를 근관에 주입. 최심

층부에 Nozzl의 끝을 대면서, 천천

히 주입하면 기포가 들어가지 않는다.

1-8

1-10

1-13 1-14

Fiber Post 시적. 포스트가 직접 

치질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의 두께

를 선택한다.

산화 알루미늄 분말로 근관을 청소한다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좋다). 

또한 저는 이 조작 후에 근관내의 도말층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EDTA(14.5% 배합)으로 80초간 

처리하고, 충분한 수세 및 건조를 시행한다. 

Fiber Post를 근관의 최심층부까지 

천천히 주입한다.

1-9

1-11

1-15

시술 후에 본딩재가 치은사이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0 코드를 삽

입한다.

우선, 근관내의 레진을 먼저 광조사 

하여 Fiber Post를 고정한다.

1-7

1-12

1-16

‘Gradia Post’와 ‘Gradia Core ’를 

사용한 심미보철

이어서, 지대치축성을 한다. Fiber 

Post 주위에 천천히 레진을 감듯이 

한다. Gradia Core는 잘 흐르지 않아 축성

이 쉽다.

1-17
광조사 후, Diamond bur를 사용

하여 형태수정을 한다.1-18

증례 1 전치의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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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후

최종 보철물의 장착. Metal core, Metal ceramic에 의해 치은의 변색이 개선되었다.

Provisional restoration 형태를 수정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종 보철수복재료를 결정한다.

지대치의 색조선택. 크라운보다 먼저 

제작 하 는 3의 Laminate veneer

의 지대치 색조와 크라운의 지대치(잔존치질)

의 색조를 기공실에 전달한다.

Fiber post를 시적하고, Post의 두

께와 길이를 체크한다.

Gradia Core를 근관 내에 주입한다.

Gradia Core Resin paste를 축성

하고 광조사한다.

인상전 치은을 압배한 상태. 치은의 

두께에 따라 코드의 굵기를 선택한

다. 또한 지대치의 중심부에 Fiber Post가 

잘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2-6

2-8

1-20

1-24

1-27

본딩재가 치은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은에 4-0 코드를 삽입한다.

접착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산화 알루

미늄 분말로 근관내부를 청소하고, 충

분히 수세, 건조한다.

Fiber post를 삽입하고 20초 이상 

충분한 광조사를 시행한다.

Diamond bur를 사용하여 지대치를 

형성한다.

2-1

2-4

2-7 2-9

1-21

1-22

1-25

GC Gradia Post Drill(ø1.4㎜)를 

사용하여, 근관을 형성한다.

Gradia Core self etching bond

를 혼합한 후 근관내에 꼼꼼히 도포

하고, 30초간 방치 후 약한 공기압으로 충분히 

건조한다.

지대축조의 완성.

인상전 치은의 상태. 2-2

2-5

2-10

1-19

1-23

1-26

마치며
「GC Gradia Core」은 종래 제품과 비교

하여 조작성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전용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혼합된 페이스트를 

쉽게 채취할 수 있다는 점과 근관에 직접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은 시술자의 스트레스

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한 

지대축조를 가능하게 해 준다. 앞으로도 

우수한 심미성과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는 

Fiber Post resin core system을 적

극적으로 임상에 활용할 것이다. 

1-28 1-29
시술전

증례 2 구치부의 지대축조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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