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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지지지대대대주주주의의의 배배배열열열 형형형태태태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소소소결결결 후후후 지지지르르르코코코니니니아아아 코코코핑핑핑의의의

삼삼삼차차차원원원적적적 변변변형형형

     본 연구의 목적은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지르코니아 3본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대주의 배열형태가 소결과정 후 발생하는 3차원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전산화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상악 치열 모형의 좌측 전치부에 임플란트용 지대치 (DAB6525HL;Dentium,
Seoul,Korea) 3개를 직선배열(ST)과 곡선배열(CU)로 구분하여 각기 고정하였다. 

두 모델의 작업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Cercon SmartCeramics System
(DeguDent,Hanau,Germany)과 KaVo Everest CAD/CAM System (KaVo
DentalGmbH,Biberach/Riß,Germany)을 이용하여 각 시스템 별로 직선 배열 코
핑 5개(ST군)와 곡선 배열 코핑 5개(CU군)를 제작하였다.전산화 삼차원 정밀 측
정기 CONTURA® G2(CarlZeiss,Oberkochen,Germany)를 이용하여 작업모델로
부터 지르코니아 코핑의 변형량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CerconSmartCeramicsSystem의 경우,Cone2의 Y 축과 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과 YZ평면으로의 투영각,그리고 Cone3의 ZX평면으로의 투영각에서 ST
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2. KaVoEverestCAD/CAM System의 경우,Cone2의 Y 축 방향으로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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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ZX평면으로의 투영각,그리고 Cone3의 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과 YZ평면
과 ZX평면으로의 투영각에서 ST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3.ST군과 CU군에서 Cone2의 X,Y,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과 Cone3의 X 축
방향으로의 변형량이 Cercon Smart Ceramics System과 KaVo Everest
CAD/CAM System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 핵심 핵심 핵심 되되되되는    말말말말 : 캐드캠, 지르코니아, 지대주 배열형태, 소결과정, 3차원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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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소결결결 후후후 지지지르르르코코코니니니아아아 코코코핑핑핑의의의

삼삼삼차차차원원원적적적 변변변형형형

<지도교수 김김김 선선선 재재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이이이 재재재 헌헌헌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치과영역에서 사용되는 캐드캠 시스템에서는 green stage, 예비소결체
(presintered),그리고 완전소결체(fullysintered)의 세 가지 지르코니아 블록이 사
용된다.지르코니아 완전소결체는 절삭 가공 후 바로 코핑을 얻는 반면, green
stage또는 예비소결체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코핑을 얻기 위해 절삭 가공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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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과정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며,소결과정에서 발생하는 20-25%의 선형수축을
보상 하기위해 최종 코핑의 크기보다 크게 가공된다.1-4지르코니아 완전소결체를
가공할 경우 소결과정이 불필요하고,소결에 따른 선형수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강도의 블록을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구의 마모,표면
결함의 형성,절삭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이에 비해 예비소
결체는 단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절삭가공이 가능하나,절삭 후 소결과정이 부가적
으로 필요하고 이때에 발생하는 수축을 고려하여 보정하여야 한다.1

지르코니아 블록이 스캐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보철물의 디자인,절삭 가공,
소결 과정을 통하여 보철물로 제작될 때 각 단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차는 누적되어 최종 수복물과 지대치 사이의 변연과 내면의 적합도를
저하시킨다.5,6 보철물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데,변연
적합도는 인접 치주조직과 치아우식 재발에 영향을 미쳐 보철치료의 장기적인 성
패를 좌우한다.7또한 내면 적합도는 특히 전부도재관에 있어서 보철물 내면과 지
대치 사이에 부적합도가 증가되면 도재의 파절저항을 감소시킨다.8

보철물의 수명과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연 적합도는 평
균 50㎛ 에서 100㎛ 의 범위에 있을 때이다.9-11 지르코니아 단일 코핑의 경우,
Coli등은 완전소결체 지르코니아 블록을 이용한 단일 코핑의 적합도를 평가한 연
구에서 변연적합도가 평균 50㎛ 로서 0㎛ 에서 115㎛ 범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12

지르코니아 고정성 국소의치의 경우는,Tinschert등이 완전소결체 지르코니아 블
록을 이용하여 제작한 고정성 국소의치의 변연적합도가 61㎛ 에서 74㎛ 로 임상
적으로 인정할 만 하다고 보고하였다.13또한,Reich등은 세 가지 캐드캠 시스템
으로 greenstage블록을 이용한 3본 고정성 국소의치의 적합을 비교한 연구에서,
내면 적합도는 94㎛ 에서 154㎛,변연 적합도는 65㎛ 에서 75㎛ 라고 보고하였다.5

일부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적합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을 소결
에 의한 수축과 고정성 국소의치의 프레임웍 형태라고 보고한 바 있다.그 예로서,
Kunii등은 지르코니아 고정성 국소의치의 프레임웍 적합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지대치 코핑의 가공치 쪽 내면 및 변연 적합도보다 가공치가 없는 쪽의 내면 및
변연 적합도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결시 가공치의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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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레임웍의 변형 때문이라고 하였다.1Komine등은 전치부 4본 고정성 국소의
치의 지르코니아 프레임웍의 형태가 변연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
서 프레임웍의 디자인이 직선적일 때보다 곡선적일 때 보철물의 변연적합도가 떨
어진다고 보고하였다.4

이처럼 소결과정과 프레임웍의 형태가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변형에 영향을 미
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따른 수축과 변형의 양과 방향을 측정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보철물의 수축과 변형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3차원
좌표 측정기의 도입이 필요하다.본 실험의 목적은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작한 지르코니아 3본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대주의 배열형태가 소결과정 후 발생
하는 3차원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전산화 3차원 좌표 측정기를 이용하여 평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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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모모모형형형 제제제작작작

상악 치열모형(TRM 612;NissinDentalProductInc,Kyoto,Japan)을 부가중
합형 실리콘 인상재 (AquasilUltraXLV,AquasilSoftputty;Dentsply,York,
PA,USA)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한 후,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으로 2개의
모형으로 복제하였다.사람에 따라서 치아의 배열이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넘어가
는 견치를 중심으로 한 부위에서 곡선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위를 실
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덴쳐버로 각 모형의 좌측 중절치에서 제1소구치까지 치관
과 치조제 부위를 제거하여 무치악 치조제를 형성하고,이 부위에 직경 38mm 의
LAB 아날로그(DAN38;Dentium,Seoul,Korea)를 고정하여 임플란트 보철용 지
대주(DAB6525HL;Dentium,Seoul,Korea)를 연결 하였다.

Figure1.Twodifferentalignmentofabutments
a.straightalignment
b.curvedalignmen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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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모형에서는 3개의 지대주가 직선적인 배열이 되도록 하였고 또 다른 모형
에서는 양끝의 두 지대치의 중심을 연결한 선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3mm 지점에
지대주를 위치시켜 곡선적인 배열이 되도록 고정하였다.즉,두 모형에서 양 끝에
있는 지대주의 위치는 동일하고 중심에 있는 지대주의 위치를 가지고 변수를 부
여하였다(Figure1).
3개의 지대치 중에 근심에 위치한 지대주를 1번 지대주(A1),중앙에 위치한 지

대주를 2번 지대주(A2),원심에 위치한 지대주를 3번 지대주(A3)로 정하였다
(Figure2).

Figure2.Threeabutmentfixedonmaxillaryresinmodel.

각 모델의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고 부가중합형 실리콘 인상재 (AquasilUltra
XLV;Dentsply,PA)를 이용하여 인상을 채득한 후 치과용 경석고 (FUJIROCK
EP;GC,Tokyo,Japan)로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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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코코코핑핑핑 제제제작작작

본 연구에서는 캐드캠 작업을 통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제작에 CerconSmart
CeramicsSystem (DeguDent,Hanau,Germany)과 theKaVoEverestCAD/CAM
System (KaVoDentalGmbH,Biberach/Riß,Germany)을 이용하였다.
Cercon Smart Ceramics System의 경우,먼저 각각의 작업모형을 스캔

(Cercon eye;DeguDent,Hanau,Germany)하고 컴퓨터(Cercon Art;DeguDent,
Hanau,Germany)를 이용하여 소결 후 코핑의 두께가 5mm이고 시멘트 두께는 0
이 되도록 코핑을 디자인하였다.코핑의 재료는 지르코니아 예비소결체인 Cercon
base30(DeguDent,Hanau,Germany)이 10개가 사용되었다.블록의 절삭가공 후
에 제조사의 전용 퍼니스 (Cercon Heat;DeguDent,Hanau,Germany)에서 약
1350℃로 6시간의 소성과정을 통하여 직선배열코핑 5개와 곡선배열코핑 5개,총
10개의 코핑을 완성하였다.

Figure3.Zirconiacopings
a.copingsforstraightalignedabutments.
b.copingsforcurvedalignedabutm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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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oEverestCAD/CAM System의 경우,CerconSmartCeramicsSystem
에서와 마찬가지로,먼저 작업모형을 Everestscan pro(KaVoDentalGmbH,
Biberach/Riß,Germany)로 스캔하고 전용 소프트웨어인 EverestEnergySoftware
(KaVoDentalGmbH,Biberach/Riß,Germany)로 코핑을 디자인하였다.코핑의 재
료는 지르코니아 예비소결체인 EverestZS-BLANK(42/16)10개를 사용하였다.이
블록은 Everestengine(KaVoDentalGmbH,Biberach/Riß,Germany)으로 절삭가
공 되었고 이후 Everesttherm에서 1450℃로 8시간 동안 소성하여 직선배열코핑
5개와 곡선배열코핑 5개,총 10개의 코핑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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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측측측정정정

Figure4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지대주의 shoulder상방의 구조는 원추의 일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원추 밑면의 중심점이 삼차원 좌표계에서 어느 방향
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측정하여 지대주와 코핑의 전반적인 변형을 유추하였
다.
근심측 1번 지대주(A1)에 대응하는 지르코니아 코핑을 Cone1,중앙 2번 지대주
(A2)에 대응하는 코핑은 Cone2,원심측 3번 지대주(A3)에 대응하는 코핑은 Cone
3로 명명한다.동시에,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는 A1~A3,Cone1~Cone3가 각 각
해당 지대주 또는 코핑을 지칭하는 원추 밑면의 중심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한
다.

Figure4.Schematicimageofprosthetic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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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모형과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핑은 전산화 3차원 정밀 측정기인 CONTURA®

G2(CarlZeiss,Oberkochen,Germany)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1.8㎛의 측정 오
차를 갖는 직경 0.6mm의 루비 스타일러스가 100mN 의 일정한 압력으로 주 모
형의 지대치 외면에 접촉하면 소프트웨어(Calypso,CarlZeiss,Oberkochen,
Germany)가 각 원추의 밑면의 중심점과 원추 중심선의 기울기를 직교좌표
(cartesiancoordinate)로 표시하였다.Partcoordinate으로의 보정을 위해서 A1을
기준점으로 정하고,이 점이 포함된 원추의 밑면을 포함하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정의하고,이 평면에 수직인 원추의 장축을 Z축으로 결정한다.이 때 XY 평면과
Z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삼는다.그리고 A3로 ZX 평면을 지나게 하여 X 축
과 Y축의 방향이 결정하였다.

Figure5.Determinationofthreeaxesusingcone1andcon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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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배열 그룹(ST)과 곡선 배열 그룹(CU)의 지르코니아 코핑의 경우에는 지대
주와 접하게 되는 코핑의 내면을 지대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주 모형
과 코핑을 각 각 2번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Figure6.Measuringbycomputerizedcoordinatemeasuringmachine
a.definitivecast-stylusprobestheoutsidesurfaceofabutment
b.zirconiaframework-stylusprobestheinsidesurfaceofzirconiacop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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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7.Computerizedcoordinatemeasuringmachine,CONTURA G2.

444...통통통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직선배열군의 평균 변위량과 곡선배열군의 평균 변위량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SPSS15.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sampleT-test)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은 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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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CerconSmartCeramicsSystem의 경우,Cone2의 y좌표에서의 변형량이
직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74.22㎛ ,곡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113.41㎛ 로서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가 있었다.Cone2의 z좌표에서의 변형량 또한 직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69.75㎛,곡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528.99㎛ 로서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one2의 x좌표에서의 변형량과 Cone3의 x,
z좌표에서의 변형량의 경우에서는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1,Table2).
KaVoEverestCAD/CAM System의 경우,Cone2의 y좌표에서의 변형량이

직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32.23㎛,곡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16.45㎛ 로서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또한 Cone3의 z좌표에서의 변형량이 직
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139.01㎛,곡선 배열 그룹에서 평균 -490.79㎛ 로서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one2의 x,z좌표에서의 변형량과 Cone
3의 x좌표에서의 변형량은 두 그룹 간에 유효한 차이가 없었다(Table1,Table
2).
두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Cone3의 y좌표는 좌표축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변형량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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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111... MMMeeeaaannnsss aaannnddd ssstttaaannndddaaarrrddd 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 ooofff ttthhhrrreeeeee 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
dddiiisssppplllaaaccceeemmmeeennntttooofffcccooonnneee222'''sssccceeennntttrrroooiiiddd...

aaa...CCCeeerrrcccooonnnSSSmmmaaarrrtttCCCeeerrraaammmiiicccsssSSSyyysssttteeemmm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bbb...KKKaaaVVVoooEEEvvveeerrreeesssttt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Coordinate Design Means
(㎛)

STD
(㎛) P

x ST -5.81 53.94 0.19CU 33.73 28.18

y ST 74.22 31.76 <0.001*CU -113.41 15.24

z ST -69.75 86.83 <0.001*CU -528.99 67.56

Coordinate Design Means
(㎛)

STD
(㎛) P

x ST -153.04 15.20 0.14CU -138.15 14.26

y ST -32.23 15.59 0.01*CU 16.45 27.65

z ST 154.25 147.01 0.98CU 155.41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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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 222... MMMeeeaaannnsss aaannnddd ssstttaaannndddaaarrrddd 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 ooofff ttthhhrrreeeeee 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
dddiiisssppplllaaaccceeemmmeeennntttooofffcccooonnneee333'''sssccceeennntttrrroooiiiddd...

aaa...CCCeeerrrcccooonnnSSSmmmaaarrrtttCCCeeerrraaammmiiicccsssSSSyyysssttteeemmm

bbb...KKKaaaVVVoooEEEvvveeerrreeesssttt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Coordinate Design Means
(㎛)

STD
(㎛) P

x ST 38.86 95.27 0.14CU -41.34 42.99

y ST 0 0 -CU 0 0

z ST -391.77 309.06 0.98CU -395.27 153.32

Coordinate Design Means
(㎛)

STD
(㎛) P

x ST -264.89 45.69 0.15CU -228.87 18.09

y ST 0 0 -CU 0 0

z ST -139.01 92.76 0.005*CU -490.79 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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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배열군에서 CerconSmartCeramicsSystem과 KaVoEverestCAD/CAM
System 간 비교결과는 Table3에서 보는 바와 같다.직선 배열군과 곡선 배열군
에서 동일하게,Cone2는 x,y,z모든 좌표값에서 두 시스템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Cone3는 x좌표에서만 두 시스템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TTTaaabbbllleee 333... CCCooommmpppaaarrriiisssooonnn ooofff mmmeeeaaannnsss aaannnddd ssstttaaannndddaaarrrddd 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 ooofff ttthhhrrreeeeee
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dddiiisssppplllaaaccceeemmmeeennntttiiinnnCCCeeerrrcccooonnnSSSmmmaaarrrtttCCCeeerrraaammmiiicccsssSSSyyysssttteeemmm
aaannndddKKKaaaVVVoooEEEvvveeerrreeesssttt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aaa...cccooonnneee222(((SSSTTT GGGrrrooouuuppp)))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bbb...cccooonnneee333(((SSSTTT GGGrrrooouuuppp)))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Coordinate System Means
(㎛)

STD
(㎛) P

x Cercon -5.81 53.94 0.002*Everest -153.04 15.20

y Cercon 74.22 31.76 0.0005*Everest -32.23 15.59

z Cercon -69.75 86.83 0.023*Everest 154.25 147.01

Coordinate System Means
(㎛)

STD
(㎛) P

x Cercon 38.86 95.27 0.0007*Everest -264.89 45.69

y Cercon 0 0 -Everest 0 0

z Cercon -391.77 309.06 0.14Everest -139.01 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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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ccooonnneee222(((CCCUUU GGGrrrooouuuppp)))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ddd...cccooonnneee333(((CCCUUU GGGrrrooouuuppp)))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Coordinate System Means
(㎛)

STD
(㎛) P

x Cercon 33.73 28.18 <0.001*Everest -138.15 14.26

y Cercon -113.41 15.24 <0.001*Everest 16.45 27.65

z Cercon -528.99 67.56 <0.001*Everest 155.41 24.38

Coordinate System Means
(㎛)

STD
(㎛) P

x Cercon -41.34 42.99 0.0001*Everest -228.87 18.09

y Cercon 0 0 -Everest 0 0

z Cercon -395.27 153.32 0.37Everest -490.79 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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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YZ평면과 ZX평면으로 지대주와 코핑의 장축을 투영시켜 얻은 각도를 통해
각도의 변형량과 변형방향을 구하였다(Table4).CerconSmartCeramicsSystem
에서 Cone2의 경우,YZ평면상에 투영된 각도의 차이가 직선 배열군과 곡선 배열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Cone3의 경우는 ZX평면
상에 투영된 각도의 차이가 두 배열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KaVoEverestCAD/CAM System에서 Cone2의 경우는 ZX평면에 투영된 각도
의 차이가 직선 배열군과 곡선 배열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로 나타났으며,
Cone3의 경우는 YZ평면과 ZX평면에서 모두 두 배열군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TTTaaabbbllleee444...MMMeeeaaannnsssaaannndddssstttaaannndddaaarrrddddddeeevvviiiaaatttiiiooonnnsssooofffrrroootttaaatttiiiooonnndddeeegggrrreeeeeeooofffppprrrooojjjeeecccttteeeddd
aaannngggllleee...

aaa...CCCeeerrrcccooonnnSSSmmmaaarrrtttCCCeeerrraaammmiiicccsssSSSyyysssttteeemmm (((cccooonnneee222)))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bbb...CCCeeerrrcccooonnnSSSmmmaaarrrtttCCCeeerrraaammmiiicccsssSSSyyysssttteeemmm (((cccooonnneee333)))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plane Design Means
(degree)

STD
(㎛) P

YZ(y/-z) ST -0.39 0.50 0.03*CU 0.36 0.46

ZX(x/-z) ST -0.04 0.78 0.67CU -0.20 0.13

plane Design Means
(degree)

STD
(㎛) P

YZ(y/-z) ST -0.11 1.62 0.53CU 0.42 0.82

ZX(x/-z) ST 1.51 1.05 0.04*CU 0.19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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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KKKaaaVVVoooEEEvvveeerrreeesssttt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cccooonnneee222)))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ddd...KKKaaaVVVoooEEEvvveeerrreeessstttCCCAAADDD///CCCAAAMMM SSSyyysssttteeemmm (((cccooonnneee333)))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plane Design Means
(degree)

STD
(㎛) P

YZ(y/-z) ST 0.50 0.66 0.44CU 0.23 0.33

ZX(x/-z) ST -0.47 0.25 <0.001*CU 1.05 0.22

plane Design Means
(degree)

STD
(㎛) P

YZ(y/-z) ST 0.11 0.21 0.003*CU -0.48 0.24

ZX(x/-z) ST -0.59 0.52 0.01*CU 0.36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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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변형(distortion)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절대적
변형(absolutedistortion)으로서 고정된 삼차원 좌표계 안에서 다수의 임의의 점이
다른 좌표로 영구적으로 변위되었을 때의 점을 변형에 따른 좌표축의 이동이 없
이 측정하는 것이고,다른 한 가지는 상대적 변형(relativedistortion)으로서 변위
된 점을 측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한 점을 정하고,이 기준점의 변위에 따라
좌표계를 이동시켜서 기준점에 대한 다른 점들의 상대적인 변위를 측정하는 것이
다.14

본 실험은 고정성 국소의치의 지르코니아 코핑이 소결과정을 거친 후 코핑을
배열한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형의 정도를 삼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상대적 변
형의 개념으로 평가하였다.그리고 이 연구의 가설은 소결 후 지르코니아 코핑의
형태가 직선적인 배열일 때와 곡선적인 배열일 때 삼차원적 변형의 양상이 다르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변위의 계산은 코핑의 좌표값에서 해당 지대주의 좌표값을 뺀

값으로 하였다.Cone2의 Y축 방향으로의 변위는 Cone1과 Cone3사이에서
Cone2의 위치가 협설방향으로 변위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3차원 직교좌
표공간에서 지대주의 주 모형의 좌표가 X,Y,Z축 상에서 모두 (-)의 위치에 있
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의 오차가 (+)이면 설측으로의 변위를 의미하고 (-)이
면 협측방향으로의 변위를 의미한다.그 한 예로서 Cercon SmartCeramics
System의 Cone2의 경우를 고찰해 보면,Cone2의 Y축 방향으로의 변위는 ST
군에서 평균 74.22㎛,CU군에서 -113.41㎛로서 두 그룹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나타내었다.ST군에 비해 CU군의 변위가 (-)로 나타났음은 지대주의 배열이
직선적일 때 보다 곡선적일 때 Cone2가 보다 협측방향으로 변위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이 사실은 임상적으로,CU군의 경우에 있어서 지대주에 코핑을 적합할 때
에 Cone2의 설측 내벽에서 조기접촉이 일어나므로 내면조정이 필요하고,삽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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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후에는 협측 변연에서의 적합도가 저하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Cone2
의 Z축 방향으로의 변위는 ST군에서 평균 -69.75㎛,CU군에서 평균 -528.99㎛
로서 두 군 사이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ST군과 CU군이 동일하게 (-)
방향으로 발생하였으며 CU군이 ST군 보다 변화량이 더 크게 나타났다.임상적으
로,Z축 방향으로의 변위가 (-)라는 의미는 Cone2가 Cone1보다 먼저 지대주
에 삽입이 되고 결과적으로 Cone1은 지대주와의 변연이 짧게 형성됨을 의미한
다.이상에서 고찰한 CerconSmartCeramicsSystem의 Cone2의 경우는 지대
주의 배열이 직선적일 때 보다 곡선적일 때,보다 협측으로 변위되고 지대주 장축
방향으로의 변위량도 더 커짐을 알 수 있다.이는 지대주의 배열에 따라 코핑의
삼차원적 변형의 양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벗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CerconSmartCeramicsSystem과 KaVoEverestCAD/CAM System 간의

비교결과를 분석해 보면,두 시스템의 직선 배열군과 곡선 배열군에서 모두 동일
하게 Cone2의 모든 좌표축 방향으로의 변위와 Cone3의 X축 방향으로의 변위가
시스템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하지만 변위량과 변위의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일관성도 찾을 수가 없었다.변위량의 최대값만을 놓고 보았을 때,
CerconSmartSystem 보다 KaVoEverestSystem의 변위량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KaVo Everest CAD/CAM System 보다 Cercon Smart
CeramicsSystem 으로 제작된 코핑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원추구조의 기울어짐은 그 원추구조의 중심을 지나는 장

축을 특정평면 위에 투영시켜서 나타나는 각도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예를 들어,
YZ평면으로의 투영각을 의미하는 y/-z값은 -z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Y축의 (+)
쪽으로 기울었는지 (-)쪽으로 기울었는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값으로 코핑의
협설 방향으로의 기울어진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ZX평면으로의 투영각인 x/-z
값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여 코핑의 근원심 방향으로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
타낸다.그 예로서 KaVoEverestCAD/CAM System의 Cone3의 경우를 고찰해
보면,y/-z값과 x/-z값이 모두 두 배열군 사이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데,직선 배열군은 y/-z값이 (+),x/-z값이 (-)로서 Cone3의 장축이 변연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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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심설측으로,교합면측에서는 근심협측으로 기울어졌음을 알 수 있다.이는 임
상적으로 코핑을 지대주에 적합할 때에 Cone3의 근심협측 내면에서 조기접촉이
발생하고 원심설측 변연부의 부적합을 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반면에 곡선
배열군은 직선 배열군과 반대의 방향성을 가져서 변연부에서 근심협측으로,교합
면측에서 원심설측으로 기울어졌다.
Table1과 Table2에서 보면 Cone3의 변형량이 Cone2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런 결과의 원인은 변형량을 측정하는 기준을 Cone1으로 고정
시키고 나머지 Cone2와 Cone3의 변형량을 측정했기 때문에 Cone3쪽으로
갈수록 오차가 커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이번 연구에서 지르코니아 코핑의 일관성 있는 변

화양상을 발견하지는 못했어도,지대주와 코핑의 중심점과 중심축의 변화량을 토
대로 3차원적인 변형의 방향성과 변위량을,이전의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방
법으로 실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코핑을 지대치에 적합할 때에
어느 부위에 오차가 발생할 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하지만 지대주와 비교한 코핑의 평균 변형량이 최대 약 529㎛ 까
지 대체로 큰 값으로 측정되었음은 금속의 주조로 만든 보철물을 대체하는 접착
식 보철물의 제작하는데 캐드캠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주조를 통하여 제작한 코핑과
캐드캠을 이용하여 제작한 코핑의 변형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캐드캠을 이용한 보
철물의 적합이 기존의 보철방식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졌는지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또한,이번 실험은 3차원 좌표계의 X,Y,Z축의 방향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Cone3의 y좌표를 0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Cone3의
변형량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기준이 되는 코핑(Cone
1)에서 삼차원 좌표계의 원점과 X,Y,Z축의 방향성을 미리 결정하여 놓고 나머
지 코어들의 변형을 평가한다면 Cone3의 변형까지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 부가적으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변형에 소결과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절삭가공 후 소결과정이 필요 없는 지르코니아 완전소결
체와 절삭 가공 후 소결과정을 거치는 예비소결체를 이용하여 각각 고정성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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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용 코어를 제작하여 각각의 변형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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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직선적 배열(ST)군과 곡선적 배열(CU)군의 지르코니아 코핑을 CerconSmart
CeramicsSystem과 KaVoEverestCAD/CAM System의 두 가지 캐드캠을 이용
하여 각기 제작하고 전산화 삼차원 정밀 측정기를 이용하여 작업모델로부터의 변
형량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CerconSmartCeramicsSystem의 경우,Cone2의 Y 축과 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이 ST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KaVoEverestCAD/CAM System의 경우,Cone2의 Y 축 방향으로의 변형량
과 Cone3의 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이 ST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ST군의 경우,Cone2의 X,Y,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과 Cone3의 X 축 방
향으로의 변형량이 CerconSmartCeramicsSystem과 KaVoEverestCAD/CAM
System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CU군의 경우,Cone2의 X,Y,Z축 방향으로의 변형량과 Cone3의 X 축 방
향으로의 변형량이 CerconSmartCeramicsSystem과 KaVoEverestCAD/CAM
System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CerconSmartCeramicsSystem의 경우,Cone2의 YZ평면으로의 투영각과
Cone3의 ZX평면으로의 투영각에서 ST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
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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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aVoEverestCAD/CAM System의 경우,Cone2의 ZX평면으로의 투영각과
Cone3의 YZ평면과 ZX평면으로의 투영각에서 ST군과 CU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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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TThhhrrreeeeeedddiiimmmeeennnsssiiiooonnnaaallldddiiissstttooorrrtttiiiooonnnooofffzzziiirrrcccooonnniiiaaacccooopppiiinnngggaaafffttteeerrr
sssiiinnnttteeerrriiinnnggg

bbbyyyaaabbbuuutttmmmeeennntttsssaaarrrrrraaannngggeeemmmeeennnttt

JJJaaaeeeHHHeeeooonnnLLLeeeeee
DDDeeepppaaarrrtttmmmeeennntttooofffDDDeeennntttiiissstttrrryyy

TTThhheee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YYYooonnnssseeeiii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DDDiiirrreeecccttteeedddbbbyyyPPPrrrooofffeeessssssooorrrSSSuuunnnJJJaaaiiiKKKiiimmm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an effect of the 3-dimensional 

distortion on abutments arrangement of zirconia 3-unit fixed partial 

denture turning out CAD/CAM system.

Three prosthetic abutments (DAB6525HL; Dentium, Seoul, Korea) were
installed on the leftanteriorarea ofa maxillary resin modelby dividing
straightarranged(ST)andcurvedarranged(CU).Usingtwomastercastsof
ST and CU model,fivestraightarranged copingsand anotherfivecurved
arranged copings werefabricated by each system,Cercon SmartCeramics
System (DeguDent, Hanau, Germany) and KaVo Everest CAD/CAM
System(KaVo DentalGmbH,Biberach/Riß,Germany).The distortion between
master cast and zirconia copings were measured and analyzed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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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ize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CONTURA® G2,CarlZeiss,
Oberkochen,Germany).

Theresultofthisstudywereasfollows.

1.IncaseofCerconSmartCeramicsSystem,Cone2'sthedistortionamount
inthedirectionofX andZaxisandtheprojectedangleontoYZplane,Cone
3'stheprojectedangleontoZX planehadasignificantdifferencestatistically
betweenST groupandCU group.(p<0.05)

2. In case ofKaVo EverestCAD/CAM System,Cone 2's the distortion
amountinthedirectionofY axisandtheprojectedangleontoZX plane,Cone
3'sthedistortionamountinthedirectionofZaxisandtheprojectedangle
ontoYZplaneandZX planehadasignificantdifferencestatisticallybetween
ST groupandCU group.(p<0.05)

3.Between Cercon SmartCeramics System and KaVo EverestCAD/CAM
System hadasignificantdifferencestatisticallybothST groupandCU group,
thedistortionamountinthedirectionof X,Y,ZaxisofCone2andX axis
ofCone3.(p<0.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Key Key Key wordswordswordswords :  CAD/CAM, zirconia, abutments arrangement, sintering,       

                   three dimensional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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