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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캐캐캐드드드캠캠캠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하하하여여여 제제제작작작된된된 곡곡곡선선선 형형형태태태의의의 333본본본
지지지르르르코코코니니니아아아 코코코어어어의의의 변변변연연연 및및및 내내내면면면 적적적합합합도도도

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어는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충

분한 강도를 지니는 재료이며 동시에 심미성,훌륭한 생체친화성을 지니는 재료이

다.pre-sintered블록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 시 절삭가공 후 소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15~30%의 선형수축이 초래된다.치과용 캐드캠은 소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축을 보상하기 위하여 절삭가공 과정에서 수축을 고려하여 실제

보다 코어를 크게 제작한다.수축 량 계산은 선형 수축 량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만약 고정성 국소의치의 코어가 곡선 형태인 경우 직선형인 경우보다 소결 후 정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용 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된 3본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귀금속 합금 주조관과 비교 평가하
는 것이다.곡선 형태 구조물의 각 부위에서 변연 및 내면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변연 부위에서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 p값은
중절치에서 p=0.000견치에서 p=0.002이다.

2.축면 부위에서 내면 적합도는 중절치에서 p=0.248,견치에서 p=0.212로 유
의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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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단면 부위에서 내면 적합도는 중절치에서 p=0.07,견치에서도 p=0.825로
유의차가 없었다.

핵심단어:지르코니아,변연적합도,내면적합도,캐드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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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된 곡선형태의 3본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

<지도교수 :김 선 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방방방 태태태 훈훈훈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환자들의 심미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금속이 없는 수복물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치부 단일치아에 한정적으로 이용되던 완전 도재관의 적용범위

가 전치부 고정성 국소의치,구치부 단일치아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보

다 높은 강도를 가지는 재료의 개발로 구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에도 적용하고 있

다.하지만 완전 도재관의 취약한 파절강도로 인하여 완전 도재관을 전치부나 구

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에 적용하는 경우,적절한 강도를 가지기 위해 가공치와 지

대치 연결부위의 면적을 매우 증가시켜야 했기 때문에 적용에 제한이 있었다.1

Goodacre등은 고정성 보철물의 임상적 합병증에 대한 논문에서 완전 도재관
은 8%정도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도재의 파절이 가장 빈번하게 일
어나며 소구치(7%)나 전치부(3%)보다 대구치(21%)부위에서 도재의 파절 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2Sjögren등은 완전 도재관의 단일치아 수복에 관한 임상연
구에서 수복치아의 14%에서 파절이 일어났으며 파절된 완전 도재관 중 대구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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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0% 전치부에서 12% 소구치부에서 6%순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3

Suttor등은 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어는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충분한 강도를 지니는 재료이며 뛰어난 심미성을 제공하고 훌륭한 생체 친
화성을 지니는 재료로 전치부나 구치부의 고정성 국소의치 수복에도 사용 가능하
다고 보고하였다.4

캐드캠 시스템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스캔(scan)과정에서 지대치,대합
치 및 주변치아의 형태를 인지하여 정보화 하고,캐드 과정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이용하여 수복물의 형태를 삼차원적으로 디자인한다.마지막으로 캠 과정에서 지
르코니아 블록을 절삭가공 하게 된다.치과용 캐드캠에 이용되는 지르코니아 블록
은 greenstage,presinteredtype,denselysinteredtype의 3가지 형태로 제공되어
진다.5,6presintered블록은 denselysintered블록에 비하여 훨씬 덜 단단하기 때
문에 절삭가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greenstage나 presintered블록
을 절삭가공 하는 것은 절삭가공 시간의 감소와 절삭기구의 마모감소,절삭 기계
에 기계적인 부담을 감소시키며 수복물 표면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가할 가능
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greenstage나 presintered블록은 절삭
가공 후 최종적인 기계적 성질을 갖기 위해서 소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
에서 15~30%정도의 선형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4,7치과용 캐드캠은 소결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축을 보상하기위해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축을 고
려하여 실제보다 크게 코어가 제작된다.Komine등은 코어의 형태를 직선형과 곡
선형으로 구분하여 3가지 캐드캠 시스템에서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평가한 실험
에서,캐드캠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곡선형태의 코어인 경우에 직선형태
의 코어보다 변연 적합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였다.8

변연적합도는 보철물의 기능성,심미성 및 보철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Felton등은 변연 적합도가 좋지 않다면 접착제의 소실을 야기하며,치태 및 치석
의 누적을 용이하게 하여 치주염을 야기하고 치조골 및 부착 치은의 소실로 이어
진다고 하였다.치주조직의 소실로 인해 노출된 보철물의 변연은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며,보철물 변연부로 미생물이 침투하여 보철물 내부에서 우식이 진행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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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e등은 접착제 종류에 따른 귀금속 합금 주조관의 변연 적합도에 관한 연
구에서 평균값이 55㎛이하로 보고하였으며10,Stoll등은 귀금속 합금과 티타늄 합
금의 비교연구에서 귀금속 합금 주조관의 변연 적합도는 50㎛이하가 35%,50~100
㎛가 27.4%,100㎛이상이 20%정도라고 보고하였다.11캐드캠을 이용한 완전 도재
관의 변연 적합도에 관한 연구에서 May등은 Procera완전 도재관의 적합도의 연
구에서 변연 적합도는 소구치 부위에서 56㎛,대구치 부위에서 63㎛이고 내면 적
합도는 axialwall에서 69㎛,cusptip에서 48㎛,occlusaladaption에서 36㎛로 보
고하였다.12

현재까지 행해진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과 내면 적합도를 평가한 실험은 대
부분 단일치아 수복물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정성 국소의치에서 행해진 경우라도
수복물의 형태가 일직선 형태를 가지는 구치부에서 행해졌다.본 실험의 목적은
전치부에서 presintered블록을 이용하여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적합도의 기준으로 흔히 이용되는 귀금속 합금 주조관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와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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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재재재료료료

111...모모모형형형 제제제작작작

환자 상태의 재현을 위해 상악 치아모형 (NissinDentalProductInc.,Kyoto,

Japan)상에서 좌측 측절치를 제거하고 상악 좌측 중절치와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3본 고정성 국소의치를 계획 하였다.지대치의 삭제는 절단면에서 2mm,측벽은

1.5mm 폭으로 삭제하였으며,변연의 형성은 순측,구개측,인접면 모두 1mm의

폭을 가지는 deepchamfermargin을 가지도록 형성하였다.축면 경사도는 절삭가

공기계 (F1;Degussa,Düsseldorf,Germany)를 이용하여 6도의 경사도를 가지도

록 하였다.변연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실제 자연치아의 삭제형태와 비슷하도록 인접면 부위의 변연이 보다 치관측으로

위치되도록 형성하였다.지대치 삭제 후 복제용 실리콘 인상재 (Dublisil,Dreve-

DentamidGmBH,Unna,Germany)를 이용하여 지대치 모형을 복제한 후 비 귀

금속 합금 (RexilliumⓇⅣ,Pentron,Connecticut,USA)을 이용하여 금속 모형

(originalmodel)을 제작하였다.금속 모형을 복제용 실리콘 인상재 (Dublisil,

DreveDentamidGmBH,Unna,Germany)를 이용하여 18개 인상 채득 후 에폭

시 레진 (Polyurock;Metalor,Stuttgart,Swiss)을 이용하여 18개의 환자 모형을 제

작하였다.각 환자 모형을 부가중합형 인상재 (Examixfine;GC,Tokyo,Japan)로

인상 채득한 후 치과용 경석고 (Fujirock;GC,Tokyo,Japan)를 이용하여 18개의

작업 모형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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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paraton b)core

c)cementation d)section

FFFiiiggg111...SSSccchhheeemmmaaatttiiicccdddrrraaawwwiiinnngggsss ssshhhooowwwsssttthhheeeffflllooowww ooofffeeexxxpppeeerrriiimmmeeennntttsss...

222...코코코어어어 제제제작작작

가가가)))귀귀귀금금금속속속 합합합금금금 코코코어어어
18개의 작업 모형 중 9개의 작업 모형은 전통적인 납형제작에 따른 주조법을

이용하여 귀금속 합금 코어를 제작하였다.통법에 따라 지대치 변연 1mm 상방까
지 diespacer를 도포하여 시멘트 공간을 부여한 후 one-piece로 납형을 제작하였
다.이때 diespacer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겹치는 부분 없이 한번
만 바르도록 하였고,납형의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융된 waxpot에
일정시간 담그는 방법을 이용하였다.가공치 부분의 납형은 기성품의 가공치용 납
형을 이용하여 9개의 납형이 가능한 비슷한 형태와 두께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
다.통법의 과정을 통해 매몰,소환 과정을 거친 후 도재용 귀금속 합금 (PG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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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omon,Seoul,Korea)을 이용하여 주조하였다.주조 후 귀금속 합금 코어를 내
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석고 모형에 시적 해 보았다.9개의 귀금속 합금 코어 모
두 석고 모형 상에서 최소한도로 내면을 조정 후,8배 현미경 (s300Ⅱ;Kikuchi,
Kyusu,Japan)하에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조절이 끝
난 귀금속 합금 코어는 에폭시 레진으로 제작한 환자 모형에 시적 하였다.

나나나)))지지지르르르코코코니니니아아아 코코코어어어
나머지 9개의 작업 모형은 치과용 캐드캠 시스템 (Cerec InLab;Sirona,

Bensheim,Germany)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하였다.캐드(CAD)과
정에서는 각각의 작업 모형을 레이져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컴퓨터상에서 9개의
코어 모두 지대치와 가공치(pontic)부위에서 동일한 크기와 두께를 가지도록 설계
하였고 시멘트 공간은 40㎛을 부여하였다.캠(CAM)과정에서는 고정성 국소의치
용 pre-sintered블록 (YZcube;Vident,BadSackingen,Germany)을 가공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의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하였다.코어를 석고
모형 상에서 8배 현미경을 이용하여 적합성을 평가한 후,환자 모형에 시적 해 보
았다.

333...시시시편편편 제제제작작작

귀금속 합금 코어,지르코니아 코어 각각 9개를 해당하는 환자 모형에 레진시
멘트 (BisCem;Bisco,Illinois,USA)를 이용하여 합착하였다.일정한 압력하에 합
착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크릴릭 레진 (PatternResin;GC,Tokyo,Japan)을 이용
하여 캡을 만든 후 정하중 시험기 (Seiki,Tokyo,Japan)를 이용하여 1kg의 무게
를 적용한 후 잉여접착제를 1~2초 정도 광중합 후에 제거하고 레진시멘트가 완전
히 경화되도록 10분간 방치하였다.합착이 완료된 모형은 만 24시간 이상 상온에
보관한 후 가공치(pontic)부위에서 절단할 수 있도록 치과용 왁스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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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HeraeusZulzer,Germany)를 이용하여 틀을 제작하고 그 안에 모형을
넣은 후 에폭시레진 (EpoxyMount;AlliedHiTech,California,USA)을 제조사
지시대로 혼합하여 흘려 넣어 블록을 제작하였다.24시간 후 제작된 블록을
carborundum disk(ShofuDental,Kyoto,Japan)를 이용하여 가공치 부위에서 협
-설 방향으로 절단하였다.각각의 코어를 variablespeedgrinder(Metpol-Ⅰ;R&B
Inc.,Daejon,Korea)에 마운팅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틀에 다시 위치시키고 에폭
시레진 (EpoxyMount;AlliedHiTech,California,USA)을 혼합 후 흘려 넣어 각
각의 지대치 마다 하나의 시편을 제작 하였으며,총 36개의 시편을 제작 하였다.
제작된 시편은 #400부터 #1200까지 거칠기를 가지는 SiC sandpaper(R&BInc.,
Daejon,Korea)를 이용 variablespeedgrinder로 코어의 순설측 중심까지 표면을
절삭,연마하였다.지르코니아 코어의 경우 절삭시간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모델
트리머 (Shinmyung,seoul,Korea)를 이용하여 협설 방향으로 약 1/3정도 절삭한
후 variablespeedgrinder를 이용하여 최종 절삭 및 연마하였다.

FFFiiiggg222...VVVaaarrriiiaaabbbllleeeSSSpppeeeeeedddGGGrrriiinnndddeee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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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333...LLLaaabbbiiiooo---llliiinnnggguuuaaalllssseeeccctttiiiooonnnaaalllvvviiieeewww ooofffcccooopppiiinnngggsssiiinnneeepppoooxxxyyyrrreeesssiiinnn...
llleeefffttt;;;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cccooorrreee,,,rrriiiggghhhttt;;;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

444...계계계측측측

Imageanalyzer(AxioImager.A1m;CarlZeiss,Göttingen,Geramany)를 이용

하여 절단된 시편을 50배로 변연 부위,축면 부위,절단면 부위를 촬영한 후,그림

4에서와 같이 총 9부분에서 에폭시 치아 표면과 코어 간 최단거리를 Holmes의

분류13에 따라 내면 적합도 (internaldiscrepancy;axialandincisaldiscrepancies)

및 변연 적합도 (marginal discrepancy) 로 분류하여 거리 측정 프로그램

(I-solution;innerView,Seoul,Korea)을 이용하여 1㎛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FFFiiiggg444...SSSccchhheeemmmaaatttiiicccdddrrraaawwwiiinnngggooofff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pppoooiiinnntttsss...

ⓐ,ⓑ：labialandpalatalmarginaldiscrepancies.
ⓒ,ⓓ,ⓔ：labialaxialinternaldiscrepancies.
ⓕ,ⓖ,ⓗ：palatalaxialinternaldiscrepancies.
ⓘ：incisalinternaldiscrep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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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ciousceramometalcore. B:zirconiacore.

FFFiiiggg555...VVViiieeewww ooofffssseeeccctttiiiooonnneeedddsssuuurrrfffaaaccceeeooofffcccooorrreeeaaannndddcccrrrooowwwnnnbbbyyyaaannniiimmmaaagggeee
aaannnaaalllyyyzzzeeerrr aaattt×××555000 mmmaaagggnnniiifffiiicccaaatttiiiooonnn...

555...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계측된 간격을 변연 적합도군,축면 적합도군,절단면 적합도군으로 나누어

95% 유의수준으로 Mann-WhitneyTest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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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중절치와 견치의 순측 및 구개측 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 지르코니아 코어와

귀금속 합금 코어를 비교시 변연 부위에서 적합도의 평균값은 지르코니아 코어에

서 154㎛에서 187㎛로 측정되었고,귀금속 합금 코어는 90㎛에서 118㎛로 측정 되

었으며 견치 구개측을 제외한 세 부위에서 지르코니아 코어와 귀금속 합금 코어

사이에는 유효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Table1).

TTTaaabbbllleee111...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lllaaabbbiiiaaalllaaannndddpppaaalllaaatttaaalll mmmaaarrrgggiiinnnaaalll
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iiinnn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aaannnddd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sss...

TTTaaabbbllleee222...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 mmmaaarrrgggiiinnnaaalll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iiinnn
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aaannnddd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sss...

Variables
LabialMargin PalatalMargin

N Mean
(㎛)

S.D.
(㎛) P N Mean

(㎛)
S.D.
(㎛) P

#21 Gold 9 112 10 0.006 9 90 16 0.013Zirconium 9 187 50 9 154 41

#23 Gold 9 118 25 0.009 9 107 18 0.058Zirconium 9 187 52 9 167 53

Variables
Margin(Labial+Palatal)

N Mean(㎛) S.D.(㎛) P

#21 Gold 18 101 14 0.000Zirconium 18 170 45

#23 Gold 18 112 23 0.002Zirconium 18 17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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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측과 순측의 변연을 함께 비교시 중절치와 견치 모두 유효한 차를 나타내었

다.지르코니아 코어는 중절치에서 170㎛,견치에서 177㎛였으며,귀금속 합금 코

어의 평균값은 중절치에서 101㎛,견치에서 112㎛였다(Table2).축면 부위는 순측

과 구개측에서 각각 세 부위씩 총 6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내면 적합도의 평균값

을 비교 시 순측과 구개측을 따로 비교한 경우,순측과 구개측을 함께 비교한 경

우 모두에서 지르코니아 코어와 귀금속 합금 코어는 유효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3,4).

TTTaaabbbllleee333...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lllaaabbbiiiaaalllaaannndddpppaaalllaaatttaaallliiinnnttteeerrrnnnaaalll
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ooofffaaaxxxiiiaaalllwwwaaallllllsssiiinnn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aaannnddd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sss...

TTTaaabbbllleee444...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iiinnnttteeerrrnnnaaalll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ooofffaaaxxxiiiaaalll
wwwaaallllllsssiiinnn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aaannnddd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sss...

Variables
AxialWall(Labial+Palatal)

N Mean(㎛) S.D.(㎛) P

#21 Gold 54 196 53 0.248Zirconium 54 212 64

#23 Gold 54 182 54 0.212Zirconium 54 204 63

Variables
LabialAxialWall PalatalAxialWall

N Mean
(㎛)

S.D.
(㎛) P N Mean

(㎛)
S.D.
(㎛) P

#21 Gold 27 181 52 0.659 27 212 57 0.151Zirconium 27 183 60 27 241 72

#23 Gold 27 177 54 0.149 27 187 53 0.842Zirconium 27 214 57 27 19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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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면 그룹에서도 지르코니아 코어와 귀금속 합금 코어 사이에는 유의차를 보

이지 않았으며 평균값은 지르코니아 코어에서 중절치는 406㎛,견치에서 325㎛로

측정되었으며,귀금속 합금 코어는 중절치에서 338㎛,견치에서 297㎛로 측정되었

다(Table5).

TTTaaabbbllleee555...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iiinnnttteeerrrnnnaaalll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ooofffoooccccccllluuusssaaalll
iiinnnccceeerrraaammmooommmeeetttaaalllaaannnddd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rrreeesss...

Variables
Incisal

N Mean(㎛) S.D.(㎛) P

#21 Gold 9 338 83 0.070Zirconium 9 406 102
#23 Gold 9 297 70 0.825Zirconium 9 32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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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에서는 금속-도재관을 대신하여 임상에서 적용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완전 도재관의 일종인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귀금속 합금 코

어의 적합도와 비교하였다.에폭시 모델에서 지대치 표면과 코어 간 적합도의 측

정은 Holmes의 분류에 따라 내측 간격 (internaldiscrepancy;axialandincisal

discrepancies)은 내면 적합도로,변연 간격 (verticalmarginaldiscrepancy)은 변

연 적합도라 하였다.13

캐드캠으로 수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접촉식 또는 레이져나 가시광선을 이

용하는 비접촉식 스캔을 통해 구강내에서 삭제된 치아나 석고모델의 형태를 인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접촉식이나 비접촉식이나 보통 약 10㎛ 정도의 재현성

오차를 가지며 그 정밀도는 약 ±6㎛로 보고 된 바 있다.14캠이라고 말하는 수복

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각 캐드캠 시스템의 차이나 절삭용 버의 마모정도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절삭가공 후 도재를 소결하는 과정에서 약 15~30% 정

도의 선형수축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복물의 형태가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인 경

우 좀 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다 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4

즉 캐드캠에서는 모형을 스캔하는 과정과 절삭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

차가 발생하게 되며,이러한 오차로 인해 보통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작되는 금속

주조관보다 내면 및 변연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지고 있다.Bindl등은 다양한

종류의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면 및 변연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변연 적합

도는 Procera17㎛,Decim 23㎛,CerecinLab44㎛로 우수한 순서를 보였으며,내

면 적합도는 mid-mesiodistal부위에서는 Decim 74㎛,CerecinLab82㎛,Proc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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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의 순서를,mid-orobuccal부위에서는 Decim 81㎛,Cerec inLab 114㎛,

Procera136㎛의 순서로 우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5 Nakamura는 접착제 공

간에 따른 변연 적합도의 연구에서 접착제 공간을 각 30㎛와 50㎛으로 설정한 경

우 변연 적합도는 각각 53㎛와 67㎛라고 보고하였으며 축면 경사도가 변해도 변

연 적합도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6Suarez는 두 가지 마무리 선에 따른

Procera전부도재관의 변연 적합도에 관한 연구에서 평균 변연 적합도는 56㎛에서

63㎛라고 보고하였으며 마무리 선에 따른 변연 적합도의 차는 없다고 보고하였

다.17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대부분 단일치아 crown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측

정한 것이며,고정성 국소의치에 이용된 지르코니아 코어의 적합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Reich등은 LAVA로 제작한 고정성 국소의치를 구강내에서 인상재를

이용하여 변연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65㎛라고 보고하였다.18Bindl등은

In-Ceram Zirconia block,In-Ceram YZ cube,densely sintered y-TZP block,

Cercony-TZP를 이용하여 제작한 3본 고정성 국소의치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

합도를 비교하였다.19코어를 레진시멘트로 합착한 후 변연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In-Ceram YZcube를 이용한 실험군에서 평균 53㎛를 나타냈다.또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DCS시스템에서 denselysinteredy-TZP를 이용한 경우에서 변

연 적합도의 값이 가장 작았다.Bindl등의 실험은 본 실험과 마찬가지의 In-

Ceram YZcube를 사용하였고,레진시멘트를 이용한 합착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하고,본 실험에서 보다 훨씬 작은 수치의 변연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이런 큰

차이가 난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지르코니아 코어의 형태에 따른 차이라고 여겨

진다.Bindl은 하악 제2소구치와 제2대구치를 지대치로 하는 3본 고정성 국소의

치를 실험모형으로 이용하였다.이것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상악 중절치와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코어의 형태보다 훨씬 직선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소결 후 수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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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이 보다 용이하므로 변연 및 내면의 적합성이 더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Komine등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것과 같은 캐드캠 시스

템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진행한 실험에서 곡선형태의 구조에서 측정한 변연

적합도의 평균 값이 112㎛라고 보고하였다.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나온 170㎛와

비교할 때 훨씬 작은 값이다.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은 아마도 합착과정에서 발생

하는 간격의 증가 때문이라고 여겨진다.7

Gavelis등은 귀금속 합금 주조관에서 마무리 선의 종류에 따른 합착 후 변연

적합도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featheredges margin이 31㎛로 가장 작았고,

chamfermargin이 105㎛로 측정값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20 Cooper등은 잉여

접착제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vent)의 형성 여부에 따른 주조관의 합착

전후 변연 적합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합착 후 변연 적합도는 구멍이 없는

경우 141㎛이었으나 구멍을 형성한 경우 96㎛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잉여 시멘트가 빠져나갈 구멍을 형성하지 않았고,

마무리 선의 형태도 잉여 시멘트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deep chamfer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시멘트의 두께가 증가하여 변연 적합도의 값이 크게 측정

되었다고 여겨진다.이런 사실은 귀금속 합금 코어 군에서도 나타나는데 합착 후

귀금속 합금 코어의 변연 적합도의 평균값이 110㎛가 나온 것은 아마도 잉여

시멘트가 빠져나가지 어려운 마무리 선의 형태와 구멍을 형성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멘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르코니아 코어의

적합도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착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연 적합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실제로 임상에서 지르코니아 코어의 지대치는

deep chamfer나 rounded shoulder가 추천되므로 합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연

또는 내면 적합도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임상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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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본 실험의 결과와 Bindl등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또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으로 Bindl등은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재료에 대해 2개의 동일한 에폭시 모형을 제작한 후,하나는 레이져

스캔을 하는데 이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작된 코어를 합착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이다.즉 인상채득 후 석고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생략하였다.본 실험에서는

환자 모형인 에폭시 모형을 복제하여 치과용 경석고를 이용하여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이것을 스캔하여 지르코니아 코어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 되었으나,실제로 임상과정과 같은 단계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곡선 형태를 갖는 지르코니아 코어의 변연 적합도는 귀금속

합금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지르코니아 코어의 제작 시 기존의 선형

수축률에 의한 보상 과정이 곡선 형태를 갖는 전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의 제작

시에는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덧붙여 densely sintered 지르코니아 블록으로 코어를 제작하는 경우의
변연 적합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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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곡선 형태를 갖는 전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르코니아 코어 및 귀금속 합금
코어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의 비교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변연 부위에서 지르코니아 코어와 귀금속 합금 코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p값은 중절치에서 p=0.000,견치에서 p=0.002였다.

2.변연 부위 이외의 축면 부위 및 절단면 부위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지르코니아 코어의 제작 시 기존의 선형 수축률에 의한 보상 과정이 곡선 형태
를 가지는 전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의 제작 시에는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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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TThhheeemmmaaarrrgggiiinnnaaalllaaannndddiiinnnttteeerrrnnnaaallldddiiissscccrrreeepppaaannnccciiieeesssooofff333---uuunnniiitttcccuuurrrvvveeeddd
zzziiirrrcccooonnniiiuuummm fffrrraaammmeeewwwooorrrkkksssfffaaabbbrrriiicccaaattteeedddbbbyyyaaadddeeennntttaaalll

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Tai-HoonBahng
Dept.ofDentistr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un-jaiKim,DDS.,Ph.D)

As patient’s esthetic demand is increasing,allceramic restorations are
gettingpopular.UsingaCAD/CAM technology,zirconium frameworkscanbe
fabricatedforposteriorfixedpartialdenturesaswellasanteriorsinglecrowns.
Threetypesofzirconium blocksarebeingusedindentalCAD/CAM systems.
Amongthose,sintering processisessentialforgreen stageand pre-sintered
zirconium blocks.Approximately15-30% oflinearshrinkageisinevitableasthe
resultoftheprocess.
Theinternalandmarginalfitofframeworkscouldbejeopardizedwhena

framework had a curved configuration because mostofdentalCAD/CAM
systemscalculated the amountofsintering shrinkage based on the linear
shrinkageoftheircorrespondingblocks.
In this current study, the marginal and internal discrepancies were

comparedbetweenzirconium frameworksmadeoutofpre-sinteredzirconium
blocks and precious ceramo-metalcoping made by conventionallostw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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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Rightmaxillary centralincisorand canine were chosen as the
abutmentsofathreeunitfixedpartialdenture.
Theresultswereasfollows,
Zirconium copingsresultedsignificantlygreatermarginaldiscrepancycompared
tothatofpreciousceramo-metalcopings(p<0.05).
No significantdifference was noted in internaldiscrepancies between the
zirconium andpreciousceramo-metalcopings(p>0.05).

KKKeeeyyywwwooorrrddd:::zirconium,CAD/CAM,marginalfit,internal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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