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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코핑 설계에 따른 지르코니아 도재관의 파절강도 

 

지르코니아 도재관은 심미적이고 생체친화적이며 높은 파절강도로 인해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르코니아 자체의 높은 파절강도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으나 지르코니아를 하부구조로 하고 도재를 비니어링한 이중구조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악 전치부에서 

지르코니아 코핑 설계가 전부도재관 파절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상악중절치에 해당하는 인공치아의 절단면 2.0mm, 순면 및 축면 

1.5mm 삭제하였고 0.8mm 의 chamfer 변연을 부여한 후 이를 복제하여 48 개의 

금속모형을 제작하였다. 코핑 형태에 따라 모형을 12 개씩 나누어 제작하였다. 

1 군은 두께 0.5mm 의 코핑이 변연을 덮는 형태로 제작한 후 변연부를 0.2mm 로 

조정하였고 2 군은 0.5mm 의 코핑이 변연에서 1mm 가량 짧은 collarless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3 군은 0.7mm 의 코핑이 1 군과 마찬가지로 변연을 덮는 형태로 제작한 

후 변연부를 0.2mm 로 조정하였고 4 군은 0.7mm 의 코핑이 변연을 덮는 형태로 디자인 

한 후 변연부 조정을 하지 않았다. CAD/CAM 기술을 이용해 지르코니아 코핑을 

디자인 하였고 코핑 형성 완료 후 도재를 이장하여 삭제 전 치아형태로 

전부도재관을 완성, 레진시멘트를 이용하여 금속모형에 부착하였다. 만능시험기를 

이용, 절단면 설측 2mm 에 30°의 각도로 부하를 가해 지르코니아 도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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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각 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파절강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ukey HSD test 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각 군의 파절강도는 1 군이 2126.93N, 2 군이 2329.07N, 3 군이 

2112.67N 이었으며 4 군이 3179.34N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통계적 

분석결과 1, 2, 3 군 간에는 파절강도의 유의차가 없었으나 코핑의 두께와 변연부가 

모두 두꺼운 4 군은 1 군 및 3 군에 비해 파절강도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전부 도재관에서 변연부의 디자인이 같은 경우(1 군과 3 군)라면 

코어의 두께차이는 도재관의 파절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꺼운 코어를 제작할 필요가 없고, 코어의 두께가 같은 경우(1 군과 

2 군)라면 변연에서 약 1mm 정도 짧은 코핑을 형성한 전부도재관의 경우라도 

파절강도의 감소를 보이지 않으므로 높은 심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collarless 

디자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코어가 두껍고 아무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4 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파절강도가 높았으나 전치부 수복물로 

사용하기에는 비심미적일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지르코니아, 코핑 설계, 파절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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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핑 설계에 따른 지르코니아 도재관의 파절강도 

 

<지도 교수 문 홍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박 지 현 

 

Ⅰ. 서 론 

 

금속도재관은 높은 강도와 내구성으로 오랫동안 치과영역의 심미적인 수복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금속도재관의 하부 금속 구조는 빛의 투과를 막아 

치아나 연조직의 자연스러운 심미를 재현하기가 힘들다 1.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하부의 금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부도재관이 개발되었고 이는 자연치와 

유사한 광학적 결과를 보이지만 깨지기 쉽고 낮은 파절저항성을 보인다 2. 

Pjetursson 등 3 의 보고에 따르면 전부 도재관의 5 년 예상 성공률은 약 93.3%이고, 

도재관의 실패는 도재 파절(ceramic fracture)이 1.2%, 도재가 깨져나가는 

경우(ceramic chipping)가 3.7%이며 코어 파절(framework fracture)로 인한 

도재관의 소실이 5.7%라 하였다. 따라서 장기간 수복물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기능 시 파절되지 않는 견고한 재료와 인공치관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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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개된 지르코니아는 치아와 유사한 색을 가질 뿐 아니라 생체친화적이며 

기존의 도재에 비해 높은 굴곡 및 파절강도를 가진다 4. 지르코니아는 온도에 따른 

3 가지 동소체를 가지는데 1170℃ 까지는 단사정계(monoclinic phase), 1170℃에서 

2370℃까지는 정방정계(tetragonal phase), 이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점인 

2680℃까지는 입방정계(cubic phase)로 존재한다. 지르코니아에 다른 금속산화물인 

MgO, CaO, Y2O3 를 첨가하면 상온에서 안정된 정방정계의 지르코니아를 얻을 수 있고 

Yittiria 로 안정된 지르코니아는 다른 조합에 비해 우수한 물성을 보인다 4. 

지르코니아면에 가해진 충격이나 외적으로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정방정계의 상에서 

단사정의 상으로의 변형을 일으키고 상의 변형시 3-5%의 체적의 증가가 동반되며 

이런 체적 증가는 균열의 전파를 막는 내적 응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지르코니아는 전통적인 도재에 비해 높은 파절저항성을 나타낸다 5. 

지르코니아는 치아와 유사한 색을 보이지만 사실 금속하부구조만큼이나 

불투명하여 지르코니아만을 이용한 전치부 수복물은 치아와 같은 복잡한 색조나 

형태의 자연스러움을 재현하기가 힘들다 6. 따라서 지르코니아를 하부구조로 하고 그 

상부에 심미적인 장석계 도재를 이장하는 이중 구조의 지르코니아 도재관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7. 그러나 지르코니아 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부도재로 인해 금속도재관과 마찬가지로 항상 파절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속도재관에서는 하부 금속 코핑의 설계가 파절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Gardner 등 8 은 금속 코핑을 짧게 형성한 도재변연의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가 금속변연으로 지지 받는 경우보다 크다고 한 반면에 Goodacre 등 9 과 

Michalakis 등 10, 윤 등 11 은 변연이 금속으로 지지 받는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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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변연의 경우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지르코니아 도재관에서도 치경부 

불투명도를 보상하기 위해 하부 코핑을 치아 변연보다 짧게 하여 심미성을 

증진시키는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연부가 코핑의 지지를 받지 

않는 collarless 형태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는 코핑의 두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Rafferty 등 12 은 유한요소분석을 이용한 구치부 도재관에서 코어의 두께를 

0.5mm 에서 1.0mm 로 증가시켜도 파절강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였으나 Akesson 

등 13 은 지르코니아 코핑의 두께가 커지면 도재관의 파절강도가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사용은 심미성과 높은 생체친화성 뿐 아니라 CAD/ 

CAM 기술을 이용한 제작의 편이성으로 인해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14.  

전치부 수복을 위한 금속도재관에서 하부 금속 코핑의 두께와 디자인에 따른 

파절강도에 대한 연구 8.9.10.11,12,13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지르코니아를 하부구조로 한 

전치부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부 

지르코니아 코핑의 두께 및 변연부 디자인에 따른 전부도재관 파절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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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연구 방법 

 

1. 시편 제작 

 

기본 모형 제작을 위해 상악 좌측 중절치에 해당하는 레진 인공치아(Prosthetic 

Restoration Jaw model, Nissin Dental Prod. Inc.,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전부 

도재관의 지대치 형성법에 근거하여 삭제를 시행하였다. 고속 핸드피스와 diamond 

bur 를 이용하여 절단연 2mm, 순면 및 축면 1.5mm 을 삭제하였고 변연부는 직경 

1.6mm 의 tapered diamond bur 를 이용하여 0.8mm 의 폭을 가지는 deep chamfer 

형태의 변연을 부여하였다. 삭제 전 인공치의 putty index 와 비교하여 삭제량을 

확인하였다(Fig. 1). 6 도의 일정한 축면 경사도를 가지도록 milling machine 

(Harnisch+Reith D-F 44, Co., Winterbach, Germany)으로 다듬고 연마하여 마무리 

하였다. 삭제된 인공치아의 치근부는 wax 를 첨가하여 지름 6.0mm 의 원통형으로 

형성하여 testing zig 내에서의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Fig. 1. Prepared resin die for zirconia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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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절 강도의 측정 

 

전부 도재관의 접착 24 시간 후, 만능 시험기(Instron 3366, Instron Corp., 

Norwood, MA, USA)를 이용하여 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다이는 치관의 장축에 대해 

30°의 각도로 고정하였고 반구형태의 강화형 스테인레스 스틸 loading stylus 를 

사용하였다(Fig. 6). 절단연에서 2mm 설측으로, 근원심 방향에서 중심에 하중을 

가하였다. 하중의 분산과 도재면에서의 loading stylus 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0.5mm 두께의 plastic sheet(Copyplast, Scheu dental technology, Iserlohn, 

Germany)를 지르코니아 도재관과 loading stylus 사이에 개제시켰다. Cross-head 

speed 를 1.0mm/min.으로 설정하였고, 하중을 가하면서 시편이 파절될 때의 하중 

값을 측정하였다. 

 

 

 

 

 

 

 

 

 

  

 

Fig. 6. Loading test on the Instron measuring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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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적 분석  

 

측정된 지르코니아 도재관 파절강도의 그룹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네 

그룹 간 파절강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ukey HSD test 를 

이용해 사후검정 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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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파절 강도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평균 파절강도는 1 군이 2126.93N, 2 군이 2329.07N, 

3 군이 2112.67N 을 보였으며 4군이 3179.34N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I). 

 

 

 

 

 

 

 

 

 

 

 

 

 

 

 

Table I.  Fracture strength at crown fracture (N) 

Group 1 Group 2 Group3 Group4 

1 2835.90 4025.10 1342.20 1884.20 

2 1963.10 3038.20 2328.20 3355.90 

3 3225.60 2106.90 2043.00 1914.70 

4 1597.60 1034.40 1712.10 1278.30 

5 2178.80 2930.30 2209.10 4291.10 

6 1944.80 2690.40 3909.70 4629.20 

7 1461.90 1353.90 2193.30 4788.40 

8 1671.30 1459.50 1867.20 2809.80 

9 1394.80 2596.60 2020.70 2824.80 

10 2753.70 3512.20 2019.10 2854.90 

11 2249.30 1435.50 1951.70 3344.00 

12 2246.40 1765.80 1755.70 4176.80 

Mean 2126.93 2329.07 2112.67 3179.34 

SD 576.87 948.26 623.87 1137.72 

 
Group 1: 0.5mm coping thickness, 0.2mm margin coping thickness 

Group 2: 0.5mm coping thickness, 1.0mm collarless design 

Group 3: 0.7mm coping thickness, 0.2mm margin coping thickness 

Group 4: 0.7mm coping thickness, 0.7mm margin coping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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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경과 그룹 간 파절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사후 검정결과 1, 2, 3 군 간에는 파절강도의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코핑 

전체와 변연부 두께가 모두 두꺼운 4 군은 1 군 및 3 군에 비해 파절강도 면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관찰되었다(Table II, III, Fig 7).  

 

Table II.  Results of one-way ANOVA for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crown 

Sum of squres df Mean square F value P value 

Between groups 9168650.414 3 3056216.814 4.193 .011 

Within groups 32071618.849 44 728900.428 

Total 41240269.290 47 

 

Table III.  Results of Tukey HSD test for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crown 

(I) 

groups 
(J) 

groups 
Mean 

difference(I-J) 
Std. error Sig.

95% confidence Interval 

Lower bound Upper bound 

1 2 -202.133 348.545 .938 -1132.750 728.483 

3 14.267 348.545 1.000 -916.350 944.883 

4 -1052.408* 348.545 .021 -1983.024 -121.792 

2 1 202.133 348.545 .938 -728.483 1132.750 

3 216.400 348.545 .925 -714.216 1147.016 

4 -850.275 348.545 .084 -1780.891 80.341 

3 1 -14.267 348.545 1.000 -944.883 916.350 

2 -216.400 348.545 .925 -1147.016 714.216 

4  -1066.675* 348.545 .019 -1997.291 -136.059 

4 1 1052.408* 348.545 .021 121.792 1983.025 

2 850.275 348.545 .084 -80.341 1780.891 

3 1066.675* 348.545 .019 136.059 1997.29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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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절 양상 

 

지르코니아 전부 도재관의 절단연 설측 2mm 하방에 부하를 가한 이번 

실험에서는 4 군 모두에서 순측의 지르코니아 코어와 비니어 도재가 함께 파절되어 

하부의 금속 주모형이 드러나는 양상을 보였다(Fig. 8). 순면의 도재는 쐐기형태로 

떨어져 나갔는데 절단연 측의 폭이 더 크며 설측의 부하를 가한 지점에서 파절이 

시작되었다. 1 군은 파절된 시편의 대부분에서 파절 범위가 순측에 한정되어 

마진부위는 코핑이 남아있었으나 나머지 세 군의 경우 파절의 범위가 1 군에 비해 

넓고 파절이 마진부위까지 확장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Fig.  7.  Mean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crown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5; Tukey HS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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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하부 지르코니아 코핑의 설계 및 변연부 처리에 따른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실험의 결과 전치부 전부도재관에서 

지르코니아 코핑의 변연부 두께와 디자인은 파절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코핑의 두께가 도재관 전체의 파절강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1 군과 

3 군에서처럼 코핑 변연부 디자인이 같은 경우 코핑 두께에 따른 파절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코핑의 두께가 0.5mm 로 같은 경우 코핑의 길이를 변연에서 1mm 가량 

짧게 제작하여도 도재관 파절강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코핑의 두께가 0.7mm 인 

경우에는 변연부 처리를 하지 않은 4 군이 변연부 두께를 낮춘 3 군에 비해 

파절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따른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는 최소 1034.4N(2 군)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치부 저작력인 60-270N15 에 비해 매우 높음으로 실험실적 

수치상으로는 정상 저작력하에서 지르코니아 전부 도재관의 파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작계는 나이, 성별, 음식물의 성상, 교합양상, 개, 폐구 

속도, 측방운동의 범위 등에 영향을 받고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심한 

교합면 마모를 보이는 환자들의 평균 최대 교합력을 조사한 결과 전치부 교합력이 

최대 772N 인 경우가 보고되었고 16 임상적 연구에서 도재 파절(ceramic fracture), 

도재가 깨져나가는 경우(ceramic chipping), 코어 파절(framework fracture)로 인한 

도재관의 소실이 보고 3 되고 있으므로 구강 내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파절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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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도재관의 파절강도는 치아삭제 형태 17,18,19, 코핑의 두께 12,13,20,21, 코핑의 

디자인 8,9,10,11,23,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 11, 하중의 위치 11, 지지모형의 탄성계수 28,30, 

비니어링 방법 31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전부 도재관의 치아삭제는 교과서적으로는 

1.0-1.2mm 의 shoulder 변연이 추천되고 있다 17. 하지만 이는 삭제량이 비교적 

많으며 특히 치아의 치경부측은 치질이 적어 치수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8mm 의 깊은 chamfer 변연을 형성하였고 18,19 이는 

내각이 둥글어 응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적절한 보철물의 두께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코핑의 두께 및 강도 또한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지르코니아 

코핑만을 이용한 파절강도 연구에서는 코핑의 두께가 클수록 파절강도가 

커진다 20,21 고 하였으나 전부도재관을 이용한 파절강도 실험에서는 코핑의 두께에 

따라 도재관의 강도가 커진다는 연구 13 와 코핑의 두께증가가 도재관 파절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12 가 함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연부 코핑 

디자인이 같은 경우 0.5mm 와 0.7mm 의 코핑 두께는 파절강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중 구조의 도재관에 대한 연구로 1 군과 3 군에서 코핑의 

두께는 다르나 전부도재관의 두께가 같으므로 코어와 비니어링 도재의 상대적인 

두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awn 등 22 에 따르면 비니어링 도재와 코어의 

전체 두께가 1.5mm 로 일정한 경우, 강도는 코어와 비니어링 도재의 두께비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였다. Lawn 의 연구는 평면적인 구조의 모델이고 시편하부에 

상아질과 유사한 탄성계수를 보이는 polycarbonate 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상악 

전치부 형태를 모방한 구조의 모델을 이용하였고 시편하부의 주모형 또한 

금속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파절강도의 양상은 동일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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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전치부 전부도재관에서 지르코니아 코어의 두께를 0.5mm 에서 0.7mm 로 

증가시키는 것은 파절저항성을 높이지 않으며 두꺼워진 코어로 인한 삭제량의 증가 

또는 비니어링시 부적절한 치관외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하겠다. 대신 같은 0.7mm 의 코핑 두께를 가지지만 변연부를 0.2mm 로 다듬지 않은 

4 번째 그룹은 변연부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0.2mm 로 낮춘 3 번째 그룹에 비해 

파절강도가 유의성 있게 높음을 보이므로 교합력이 집중되거나 악습관이 있는 

환자에서 심미성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 때는 사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 번째 그룹은 파절강도는 크지만 변연부 코핑이 외부로 드러나므로 전치부보다는 

구치부에 적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2 군은 금속도재관 제작시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Modified Geller 

Winter design 을 차용한 것이다 23. 이 방법은 설측은 chamfer 변연으로 형성하고 

순측은 shoulder 변연으로 형성한 후 순측의 금속 코핑의 길이를 균일하게 2mm 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지르코니아는 치아 색과 유사하나 불투명도가 높아 금속변연과 

마찬가지로 변연부의 빛을 차단, 어둡게 보이게 한다 6 고 알려져 있으며 Kelly 

등 24 은 높은 투명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도재관을 추천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hamfer 변연의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지르코니아 코핑을 

연장하였으므로 마진에서 약 1mm 정도 짧은 코핑을 형성하게 된다. 코핑을 짧게 

하여 도재변연을 부여한 금속도재관의 경우 Gardner 등 8 은 금속변연으로 지지받는 

경우에 비해 도재변연에서 높은 파절강도를 보이므로 추천할 만하다 하였고 이에 

반해 Goodacre 등 9 과 Michalakis 등 10 은 금속변연이 도재변연에 비해 높은 

파절강도를 보인다 하였다. 윤 등 11 의 연구에서는 금속코핑의 순측 치경부 제거량이 

많을수록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가 낮았지만, 1mm 이상 제거한 그룹에서 파절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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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가 유의성 있게 커지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와 치경부 

빛의 투과도를 함께 연구한 O'Boyle 등 23 에 따르면 금속 변연을 1mm 감소시키는 

것은 빛의 투과도는 증가시키고 기계적인 강도는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O'Boyle 의 연구에서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을 정도인 

1mm 정도 감소된 코핑을 이용, 실험하였는데 다른 금속도재관의 파절강도의 결과와는 

다르게 파절강도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금속도재관은 보통 순면의 도재만 떨어져 

나가는 파절양상을 보이므로 10,11 변연부 금속코핑의 지지가 파절저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핑과 도재가 함께 파절된 것을 보아 

변연부 코핑의 지지가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길이가 짧기는 하나 변연부 처리를 하지 않은 2 군이 1 군에 

비해 파절강도가 크고, 역시 변연부 처리를 하지 않은 4 군이 3 군에 비해 

파절강도가 큰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1 군과 

3 군의 경우 완전 소결 후 변연부의 두께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grinding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변연부 지르코니아의 강도를 약화시켜 그에 

따라 전체 강도를 감소시킨 것 25 이라고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르코니아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방정계 상에서 단사정계 상으로의 변형은 3-

5%정도 체적의 증가로 강도를 향상시킨다 5 고 알려져 있으나 grinding 으로 인한 

상의 변형은 표면 거칠기 증가, 표면의 microcraking 형성, 입자의 방출로 인한 

물성의 저하를 일으키기도 한다 25. Luthardt 등 26 의 실험적 연구에서도 

지르코니아를 연마한 경우 강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내 지르코니아 도재관의 

내면 조정이 도재관의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치경부와 주위 연조직에 높은 심미성과 자연스러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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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핑을 짧게 하고 변연부를 도재로 형성하는 collarless 디자인을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변연부에서 코핑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변연부 

도재의 축성과 소성과정이 증가하므로 변연적합도에 관한 연구, 파절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기준이 되는 코핑 길이의 감소량, 심미성이 얼마나 증진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 등의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하는 상악 전치의 장축에 대해 30 도로 절단연 설측 2mm 하방에서 시행하였다. 

절단연에 하중을 가하는 방법은 재현성이 뛰어나고 넓은 면에 하중을 가할 수 

있으나 힘의 방향이 상악전치와 하악전치의 관계를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응력이 순측치경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절이 발생, 코핑 설계를 

다르게 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1. 보통 파절강도의 실험에서는 

넓은 면적으로의 균일한 힘의 분산과 비니어링 재료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loading stylus 와 시편 사이에 얇은 납판 20,27,28 이나 plastic 

sheet29 를 개제시킨다. 본 연구에 앞선 pilot test 상에서 loading stylus 와 시편을 

직접적으로 접촉시킨 경우는 stylus 가 미끄러지고 납판은 stylus 에 의해 뚫려버려 

효과적으로 부하를 가하기 힘들었다. 본 실험에서는 0.5mm 의 plastic sheet 를 이용, 

안정된 부하를 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적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금속지지 모형을 사용하였다. 

Lee 등 30 의 연구에 따르면, 지지 모형의 탄성계수가 클수록 크라운의 파절강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금속 주모형으로 Ni-Cr 합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아질에 비해 탄성계수가 매우 크므로, 실제 자연치에 적합된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치의 파절강도가 예상된다. 자연치는 나이, 크기, 모양, 질, 발치 후 시간, 

보관법 등에 따라 크기나 형태 등의 차이가 커 실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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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Potiket 등 27과 Strub 등 28의 자연치를 이용한 파절강도의 연구에서 자연치가 

부러지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코어와 비니어간 결합도 파절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니어링 방법 또한 

중요하다. Aboushelib 등 31 은 기공사의 기술에 의존하는 손으로 비니어링을 하는 

방법 대신 일관성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CAD 비니어링을 제안하였다. 이는 

손으로 하는 비니어링에 비해 파절강도와 미세인장강도가 현저히 높았으므로 

지르코니아 비니어링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심미적인 결과가 

보장된다면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의 파절양상은 코어와 비니어링 도재가 함께 

하부 구조에서 탈락되는 bulk fracture 의 양상을 보인다. 파절의 시작점은 하중이 

가해진 설측 절단면 하방이었고 순면으로 확산되었다. 코핑의 변연부 두께와 

디자인에 따른 파절강도 크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파절이 변연부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Bulk fracture 는 임상적으로 전부 도재관의 실패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교합면의 손상이 아닌 접착면의 radial crack 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32. Lawn 의 관찰에 따르면, radial crack 은 특정한 부하에서 갑자기 

발생하고 부하의 증가에 따라 바깥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하였다 22. 보통 crack 은 그 

시작 층인 코어 안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여 치관은 건전하게 유지되나 충분히 큰 

부하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전체 층으로 crack 이 전달되어 catastrophic failure 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22. 1 군에 비해 나머지 세 군의 지르코니아 도재관이 높은 

강도에서 파절되므로 파절시 받는 충격 또한 커서 파절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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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실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지르코니아 코핑 

디자인을 전치부 도재관의 제작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전부도재관의 예후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구강 내 환경과 비슷한 하중 및 피로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구강 내 파절에 관련한 임상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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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르코니아 하부 구조의 차이가 이중 구조 전부 도재관의 파절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코핑의 전체 두께 및 변연부의 코핑설계를 다르게 

하여 전부도재관을 형성, 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1 군은 0.5mm 코핑 두께에 코핑이 

변연을 덮게끔 디자인하였고 완전 소결 후 변연부 두께만 0.2mm 로 낮추어 코핑 

변연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2 군 역시 코핑 두께는 0.5mm 로 

설정하였고 collarless coping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3 군은 코핑 두께를 0.7mm 로 

설정하였고 1 군과 마찬가지로 변연을 덮는 형태로 디자인, 완전 소결 후 변연부를 

0.2mm 로 조정하였다. 4 군 은 3 군과 마찬가지로 코핑 두께 0.7mm, 변연을 덮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으나 완전 소결 후 변연부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 변연부 두께를 

0.7mm 로 유지시켰다. 전부도재관을 완성하였고 파절강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지르코니아 전부 도재관에서 변연부의 디자인이 같은 경우(1 군과 3 군) 

코핑의 두께차이는 도재관의 파절저항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코핑의 두께가 0.5mm 로 같은 경우 변연에서 약 1mm 정도 짧은 코핑을 

형성하여 변연부가 도재에 의해 지지 받는 경우(2 군)라도 코핑에 의해 지지 

받는 경우(1 군)에 비해 파절강도의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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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르코니아 코핑 두께가 0.7mm 로 같은 경우 변연부를 처리 하지 않은 

전부도재관(4 군)은 변연부 코핑을 0.2mm 로 낮춘 전부도재관(3 군)에 비해 

파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았다(P < .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르코니아 전부도재관은 전치부 수복을 위한 적합한 

재료이며 전치부 도재관 형성시 다양한 지르코니아 코핑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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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all ceramic crown 

with different coping design 

 

Ji-Hyun, Park D.D.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Seok Moon, D.D.S., M.S.D., Ph. D.> 

 

Recently, the use of zirconia all ceramic crown is in demand due to its 

esthetic appearance, biocompatibility and improved strength. High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itself has been well known, however there were 

insufficient studies regarding fracture strength of porcelain veneered 2-

layered zirconia all ceramic crow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fracture strength of the zirconia all ceramic crowns according to 

different coping designs. 

A resin maxillary central incisor was prepared for all ceramic crown with 

2.0mm occlusal, 1.5mm labial and axial reduction and 0.8mm chamfer margin. 48 

duplicate metal dies were made. 12 zirconia copings for each of 4 crown group 

were fabricated by CAD-CAM system(Cercon, Degudent, Germany); Group 1 -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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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ing thickness extended to the margin, 0.2mm margin coping thickness. Group 2 

- 0.5mm coping thickness, coping extended 1mm coronal to the margin(collarless 

design). Group 3 - 0.7mm coping thickness, extended to the margin, 0.2mm margin 

coping thickness. Group 4 - 0.7mm coping thickness, extended to the margin, 

0.7mm margin coping thickness. Zirconia all ceramic crowns were cemented to 

metal dies with resin cement. Fracture strength was measured with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 Load was directed lingually at 2mm below midincisal 

edge, 30 inclined to the long axis of the crown.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p < .05) were applied to the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ean load of fracture for group 1 

was 2126.93N; group 2, 2329.07N; group 3, 2112.67N; group 4, 3179.34N. 

Fracture strength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1, 2 and 

3, however the fracture strength value of grouop 4 was higher than group 1 and 

3 with significant difference(p < .05).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in same coping design (group 1 and 3), coping thickness 

does not affect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all ceramic crown and in same 

coping thickness (group 1 and 2), collarless coping reduction about 1mm does 

not decrease the fracture strength of all ceramic crowns. Despite of the 

highest fracture resistance of group 4, thicker core and no adjustment, may be 

not proper indication for anterior restorations due to esthetic concerns. 

 

Key Words: zirconia, coping design, fract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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