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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 간격 및 합착용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유지력 변화 
 

본 연구는 내면 간격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한 지르코니아 코핑을 동일한 

형태로 삭제된 자연치에 3가지 시멘트로 합착 시 시멘트의 종류 및 내면 

간격의 크기에 따른 지르코니아 코핑의 유지력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최근 발거된 48개의 치아를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렴각 20도, 높이 2.5 mm의 지대치 형태로 

삭제하였다. 지르코니아 코핑 역시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면 

간격의 크기를 40 ㎛와 160 ㎛ 두 군으로 각각 24개씩 제작하였다.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에 50 ㎛ alumina particle로 air-abrasion을 

시행한 후 10-methacryloyloxydecyldihydrogenphosphate (MDP)를 포함한 

레진 시멘트 (Panavia F),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 (RelyX Unicem),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RelyX Luting)를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코핑과 자연치를 합착하였다. 합착된 모든 시편은 37℃에서 24시간 보관 

후 5℃와 55℃의 열순환기에서 10,000회의 열순환을 시행한 후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crosshead speed 0.5 mm/min로 치아의 장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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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르코니아 코핑이 치아에서 탈락될 때까지 pull out test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one-way ANOVA test와 two-way ANOVA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RelyX Unicem과 RelyX Luting은 내면 간격이 증가해도 유지력의 차이가 

없었지만 Panavia F는 내면 간격이 증가하면 유지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2. 내면 간격의 크기에 상관없이 레진 시멘트(RelyX Unicem, Panavia F)는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RelyX Luting)보다 높은 

유지력을 보였다. 

3. 내면 간격의 크기가 40 ㎛ 인 경우 유지력의 크기는 Panavia F > RelyX 

Unicem > RelyX Luting의 순서였으나, 내면 간격의 크기가 160 ㎛ 인 

경우는 RelyX Unicem > Panavia F > RelyX Luting의 순서로 유지력의 

크기가 나타났다.   

 

 

 

 

 

핵심 되는 말 : 지르코니아, 내면 간격, 유지력,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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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르코니아는 높은 심미성과 생체 적합성1 및 높은 굴곡강도와 

파괴인성1-3을 가진 재료로써 최근 치과영역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지르코니아는 높은 강도 때문에 기존의 주조나 압착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려우며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CAD/CAM) 시스템으로 

절삭 및 가공 하는 방법이 흔히 이용된다.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 물성이 균일하며 설계 

단계에서 합착재를 위한 공간이나 수복물의 두께 및 외형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 또한 상온에서의 기계적인 작업으로 제작되므로 

기포와 잔류응력은 감소하고 도는 증가시켜 보철물의 물성을 매우 

향상시킨다.5,6 하지만 작업 모형의 스캔닝과 지르코니아의 절삭 가공 및 

소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적 수축 등이 지르코니아 코핑과 지대치의 

적합에 영향을 준다.7-11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Reich 등12은 80~92 ㎛의 변연 간격, 105~156 ㎛의 축벽 간격, 

215~383 ㎛의 교합면 내면 간격을 보고하고, Bindle과 Mormann 등13은 

43±23 ㎛의 변연 간격, 82±49 ㎛의 근원심 내면 간격, 114±58 ㎛의 

협설 내면 간격을 보고하였다. 또한 Wettstein 등14 은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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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물의 임상 연구에서 189.6±71.8 ㎛의 변연 간격, 140.5±38.3 ㎛의 

축벽 내면 간격, 192.0±66.5 ㎛의 교합면 내면 간격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 도재관의 경우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변연 및 내면 

간격이라고 알려진 25~40 ㎛15와 비교했을 때 큰 변연 및 내면 간격이다.14 

변연 간격이 큰 경우 미세 누출과 지각 과민을 일으킬 수 있고16,17 내면 

간격이 큰 경우 파절16과 유지력 감소18 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유지력 증가를 위해 10-methacryloyloxydecyldihy 

drogen phosphate (10-MDP)19,20, phosphate ester monomers21,22, 4-META23 

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면 화학적 결합을 통해 

지르코니아와 시멘트 사이의 결합 강도가 증가하고 aluminum oxide air 

abrasion20,21, Rocatec이나 Cojet을 이용한 silica 코팅24, Heat Induced 

Maturation/Selective Infiltration Etching (HIM/SIE)25 등의 지르코니아 

표면 처리가 결합 강도 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지르코니아와 레진 간 결합강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장강도나 

전단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결합강도는 알 수 

있으나 임상적인 조건을 재현하기 힘들고 수복물의 유지력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22 수복물의 유지력에 대한 연구에는 발치된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 후 탈락 시까지의 결합력을 측정하는 pull out 

test가 흔히 사용된다.26-28 



 

- 3 - 

Palacios 등29은 지르코니아 코핑의 pull out test를 시행한 결과 10-

MDP를 포함하는 레진 시멘트인 Panavia F, phosphate ester monomers를 

포함하는 자가 중합 레진 시멘트인 RelyX Unicem, 레진 강화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인 RelyX Luting의 3가지 시멘트 사이에 평균 

유지력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Ernst 등30은 서로 다른 표면처리를 

한 지르코니아 코핑에 대한 여러 시멘트의 pull out test에서 Superbond C 

& B, Panavia F, RelyX Luting, RelyX Unicem간 유지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Rocatec 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표면을 전처리한 경우에도 

유지력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pull out test의 결과에는 시편의 형태, 높이, 수렴각, 표면적, 표면의 

거칠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1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에서는 치아의 기하학적 형태를 동일하게 제작한 후 pull out test를 

시행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지르코니아 수복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큰 

내면 간격이 pull out test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역시 

전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목적은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일한 형태로 삭제된 자연치에 지르코니아 코핑을 합착 시 내면 간격과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유지력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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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가. 치아 주모형 제작 

최근 발거된 대구치 중 치아 우식이 없고 치근이 갈라져있는 48개의 

치아를 골라 0.5% 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살균하고 표면의 

잔여물을 제거한 뒤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고속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치아의 법랑질 부위를 삭제하여 상아질만 남아있도록 한 뒤 CAD/CAM 

시스템 (Zmatch Enermill, Dentaim, Seoul, Korea)을 이용해 치아를 

균일한 형태로 삭제했다. 삭제된 치아는 높이 2.5 mm, 직경 7.8 mm, 

수렴각 20도로 설정했으며 변연은 0.3 mm 너비의 chamfer 형태로 

형성하였다 (Fig.1). 

A                                 B  

Fig.1 Milled tooth with CAD/CAM system. (A : Milled tooth, B : The 

size of milled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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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에는 유지력을 위해 고속 핸드피스를 이용해 홈을 형성하였고 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Orthodontic Resin; Dentsply Caulk, Milfordm 

Del)을 채워서 원통형의 스테일레스 스틸 실린더에 치아를 고정했다. 

실린더는 25 mm 높이와 19 mm 직경으로 제작되었고 지그를 이용하여 

삭제된 치아의 교합면과 실린더의 바닥면이 평행하게 고정하였다 (Fig.2). 

 

 

 

 

 

                   A                              B 

Fig.2 Stainless steel cylinder with acrylic resin. (A : Stainless 

steel zig for tooth fixation,  B : Fixed tooth in the stainless steel 

cylinder) 

 

나. 지르코니아 코핑 제작 (Zmatch block, Dentaim) 

각각의 치아를 스캐너 (Ez scan, Dentaim)를 통해 스캔하여 지르코니아 

코핑을 제작하였다. 코핑의 변연쪽 내면 간격은 20 ㎛으로 모두 균일하게 

설정하고 축면 및 교합면 쪽 내면 간격은 40 ㎛와 160 ㎛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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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코핑의 두께는 0.6 mm, 코핑 상부는 4 mm 

직경의 원기둥 형태로 제작하여 pull out test를 위한 고정 부위를 

형성하였다 (Fig.3). 

 

                   

 

 

 

 

A                                B 

Fig.3  Two types of zirconia coping with different internal gap. (A : 

40 ㎛, B : 160 ㎛) 

 

2. 연구 방법 

가. 지르코니아 코핑 내면 오차 확인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 간격은 Molin과 Karlsson 등32이 제시한 

리플리카 테크닉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작된 지르코니아 코핑 내면에 

저 점주도 실리콘 인상재 (Fitchecker II, GC Cop., Tokyo, Japan)를 넣고 

삭제된 치아에 코핑을 지압으로 안착시킨 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2분 

동안 중합하였다. 실리콘 인상재가 중합된 후 치아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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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르코니아 표면 처리 

모든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에 air abrasion (RondoFlex, Kavo)을 

시행하였다. Air-abrasion은 50 ㎛의 aluminium oxide particle을 50psi의 

압력으로 접착면의 표면에 수직방향에서 10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15초간 시행하였다. Air abrasion이 시행된 표면은 3분간 초음파 세척을 

시행하였고 이후 자연건조 시켰다.  

 

다. 지르코니아 시편의 합착 

(1)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RXL)를 이용한 합착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RelyX Luting, 3M ESPE, 

USA)를 제조사 지시대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치아에 합착하였다. 

합착할 때는 코핑을 치아에 위치시킨 다음 손으로 강하게 접착시킨 

후 10 kg의 힘을 적용하였다 . 

(2) MDP를 포함한 레진 시멘트(PAN)를 이용한 합착  

ED Primer II A, B를 혼합하여 삭제된 치아 표면에 60초간 적용한 

후 약한 바람으로 건조 시켰다. 그 후 Panavia F 2.0 (Kuraray, 

Osaka, Japan)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후 RXL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아에 합착하였다. 

(3) 자가접착 레진 시멘트(RXU)를 이용한 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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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yX Unicem Aplicap (3M ESPE, St Paul, Minnesota, USA) 을 제조사의 

지시대로 혼합한 후 RXL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아에 합착하였다.  

 

라. 열순환과  pull out test 

접착된 모든 시편은 37℃ 증류수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고 5℃와 55℃의 

열순환기(KD-TCS30, Kwang-duk F.A. Korea)에서 10,000회의 열순환 

(유지시간 30초, 변환시간 6초)을 시행한 후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4465)을 이용하여 pull out test를 시행하였다 (Fig.5). 

Crosshead speed 0.5 mm/min로 치아의 장축을 따라서 지르코니아 코핑이 

치아에서 분리될 때까지 pull out test를 시행하여 최고치를 기록하고 

파괴 양상을 분석하였다. 

 

 

 

  

 

 

Fig.5 Experimental apparatus for evaluation of retentive strength of 

zirconia coping in universal te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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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내면 간격과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유지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 구간 95% 수준으로 two-way ANOVA test를 

시행하여 변수들 간에 교호작용을 분석하고 동일한 내면 간격 내에서 

시멘트의 종류 따른 유지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 구간 95% 

수준으로 one-way ANOVA test 시행 후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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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내면 간격 측정 결과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 간격을 리플리카 테크닉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40 ㎛를 부여한 군은 교합면 쪽 51.23±7.46 ㎛, 축면 쪽 34.82±6.49 

㎛를 보였고, 160 ㎛를 부여한 군은 교합면 쪽 146.78±11.02 ㎛, 축면 쪽 

132.39±7.66 ㎛의 내면 간격을 보여 내면 간격이 이상적인 경우와 과도한 

경우를 재현하기에 적절했다 (Table.1). 

Table.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40 and 160㎛ internal gap (㎛) 

 40 ㎛ 160 ㎛ P 

Occlusal 51.23±7.46  146.78±11.02 <0.001 

Axial 34.82±6.49 132.39±7.66 <0.001 

Paired t-test was performed to analyz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amount of 

occlusal and axial internal discrepancies between the 40 and 160 ㎛ groups. 

 

2. 내면 간격 및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유지력 측정 결과 

Pull out test 결과 4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평균 유지력은 RXU 3.16±0.74 MPa, PAN 6.53±1.20 MPa, RXL 1.15±0.33 

MPa 이었고 16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평균 

유지력은 RXU 3.71±0.61 Mpa, PAN 1.71±0.60 MPa, RXL 0.81±0.31 MPa 

이었다 (Tab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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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removal stress (MPa) for 

40 and 160 ㎛ internaldiscrepacies.  

 RXU PAN RXL P 

40 ㎛ 3.16±0.74A 6.53±1.20B 1.15±0.33C <0.001 

160 ㎛ 3.71±0.61a 1.71±0.60b 0.81±0.31c <0.001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groups that are statistically different, p<.05 

 

One-way ANOVA test 와 Scheffe 검정에서 3 종류의 시멘트 사이에 

유지력은 서로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였다 (Table 2). Two-way ANOVA 분석 

결과 시멘트의 종류와 내면 간격의 크기에 따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었고, 두 변수간의 교호작용이 나타났다 (Table 3).  

Table.3 Summary of two-way ANOVA for removal stress (MPa) conducted at 

each level of interacting factor.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Cement       87.229  1 43.614 58.31 <0.001 

Internal 

discrepancy 
28.290 2 28.290 89.90 <0.001 

Cement* 

Internal 

discrepancy 

66.364 2 33.182 68.39 <0.001 

 

PAN 은 내면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성 있게 유지력이 감소하였고 

RXU 과 RXL 은 내면 간격이 증가해도 유의성 있는 유지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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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Bar graphs indicating mean coping removal stress for each type 

of cement used and internal discrepancy. 

 

3. 시편의 파괴 양상 관찰 결과 

4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에서 PAN 로 합착한 경우 

한 개의 코핑과 치아가 부러졌고 RXU 으로 합착한 경우 한 개의 치아가 

부러졌다. 16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에서는 치아나 

코핑의 파절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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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실험은 내면 간격이 증가하면 수복물의 유지력이 감소한다는 Carter 

등18의 연구를 바탕으로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일한 형태로 삭제된 

자연치에 지르코니아 코핑을 합착 시 내면 간격과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유지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Pull out test 결과 4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평균 유지력은 PAN, RXU, RXL의 순서였고 16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평균 유지력은 RXU, PAN, RXL의 순서로 내면 간격의 

크기에 상관없이 레진 시멘트가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보다 높은 

유지력을 보였다. 또한 RXU과 RXL은 내면 간격 차이에 따른 유지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AN는 내면 간격이 증가하면서 유지력이 

감소하였고 치아 축벽 쪽 시멘트의 응집성 파괴 비율이 증가하였다.  

RXU은 전처리 없이 상아질 표면을 미약하게 탈회시켜 기계적인 결합을 

하고 phosphoric ester기가 지르코니아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로21 primer등과의 접촉이 없이 전체적인 curing이 되므로 

시멘트가 두껍더라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degree of conversion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3 반면 PAN는 ED primer를 통해 상아질 전처리를 

시행하고 10-MDP의 phosphoric ester기가 지르코니아와 화학적 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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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자가 부식형 레진 시멘트로34 ED primer가 접촉하는 부위에서부터 

자가 중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멘트가 두꺼워질 경우 ED primer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윗부분에서는 degree of conversion이 낮아져서  

레진 시멘트의 물성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33 RXL은 산-염기 반응과 

자유기 중합반응으로 치아와 결합하는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로 지르코니아와 결합하는 기전이 없고 레진 시멘트에 비해 

자연치와의 결합력도 낮아 시멘트의 두께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유지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와 지르코니아 사이의 결합강도 연구에서 Piwowarczyk 등22은 

RXU이 가장 높은 결합강도를 보이며 RXL으로는 안정적인 결합을 얻기 

힘들다고 하였다. Kern과 Wegner 등19은 sandblast, silane, Rocatec 등의 

표면처리는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결합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PAN가 airborne-particle abrasion 후에 높은 결합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시멘트와 자연치 사이의 결합강도 연구에서 De 

Munck 등35은 PAN와 RXU의 상아질에 대한 미세인장 결합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고 Al-Assaf 등36과 

Yang 등37은 PAN가 RXU보다 상아질에 대한 결합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하여 서로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등38은 PAN와 

RXU의 두께에 따른 지르코니아와 치아의 미세인장 결합강도 실험에서 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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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두께에 따른 미세인장 결합강도 실험에서 레진 시멘트의 두께는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단강도나 인장강도 실험은 지르코니아에 대한 

결합강도는 알 수 있으나 임상적인 조건을 재현하기 힘들고 수복물의 

유지력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본 실험에서는 발치된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 후 탈락 시까지의 결합력을 측정하는 pull out 

test를 시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치아의 높이와 수렴각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치아를 삭제하여 치아의 크기뿐 아니라 

모든 시편의 변연 형태와 표면 거칠기 역시 균일하게 삭제하였다. 치아나 

지르코니아가 파절되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고자 Heintze 

등31이 추천하는 3 mm보다 낮은 2.5 mm의 높이로 치아를 삭제하였고 

20도의 수렴각으로 치아를 삭제하는 것이 시멘트의 유지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20도의 수렴각으로 치아를 삭제하였다. 

그 결과 40 ㎛ 내면의 PAN 군에서 한 개의 치아와 코핑이 파절 되었고 40 

㎛ 내면의 RXU 군에서 한 개의 치아가 파절되어 이전의 연구29에 비해 

치아와 지르코니아 코핑의 파절을 줄일 수 있었다.  

지르코니아 코핑을 이용한 이전 pull out test에서 Palacios등29은 50 

㎛의 내면 간격을 부여한 지르코니아 코핑과 자연치 사이의 유지력을 

측정한 결과 PAN 5.1 MPa, RXU 5.0 MPa, RXL 6.1 MPa 으로 시멘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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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RXL에서 1개의 치아가 아크릴릭 레진에서 빠지고 2개의 코핑이 부러졌고 

RXU에서는 4개의 coping과 1개의 치아가 부러졌다. 이것은 각 군의 치아가 

12개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써 

지르코니아 코핑이나 치아가 많이 부러졌던 이유는 삭제된 치아의 높이가 

평균 4.4 mm로 Heintze 등31이 pull out test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3 

mm 길이의 치아 삭제보다 1.4 mm 정도 길었기 때문에 시멘트에 의한 

유지력 보다는 기계적인 유지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rnst 등 

30은 서로 다른 표면 처리를 한 지르코니아 코핑에 대한 여러 시멘트의 

pull out 연구에서 PAN, RXU, RXL은 유지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Rocatec을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표면을 전처리한 경우에도 유지력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지르코니아 코핑의 유지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3 mm 길이로 치아를 삭제했지만 Heintze 등31이 

제시한 20도의 수렴각보다 낮은 10도의 수렴각으로 치아를 삭제하여 

시멘트에 의한 유지력보다는 기계적인 유지력이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의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pull out test 29,30 에서는 Heintze31 

등이 제시하는 5000회의 열순환을 시행하였지만 본 실험에서는 10000회의 

열순환을 시행함으로써 열순환을 더 오래 했을 때 실험 결과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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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르코니아 코핑의 유지력이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여 열순환의 

횟수가 유지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시편의 수가 부족하고, CAD/CAM 시스템으로 

삭제된 치아 표면이 실제 임상에서 기구를 통해 삭제하는 것보다 매끈한 

표면이었기 때문에 시멘트와 치아 간의 결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르코니아 코핑의 접착 후 반복 하중을 가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졌다. 향후 pull out test 시 시편으로 사용할 치아의 수, 크기, 

표면 거칠기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고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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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제작된 자연치에 

지르코니아 코핑의 내면 적합도를 달리했을 때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지르코니아 코핑의 유지력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0000회의 열순환 

후 지르코니아 코핑의 pull out test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RXU과 RXL은 내면 간격이 증가해도 유지력의 차이가 없었지만 PAN는 

내면 간격이 증가하면 유지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2. 내면 간격에 상관없이 레진 시멘트(RXU, PAN)는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RXL)보다 높은 유지력을 보였다. 

3. PAN는 내면 간격이 증가하면서 치아의 축면 쪽에 잔존하는 시멘트의 

비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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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internal gap and type of cement 

on retention of zirconia coping 

 

Son, Yong-ha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amount 

removal stress of zirconia copings with different size of internal 

discrepancies. 

Material and methods : Recently extracted human molars were prepared 

with a, 20 degree taper, and a 2.5 mm axial length using CAD/CAM 

technology. Zirconia coping were CAD/CAM generated with two different 

size of internal discrepancies (40 ㎛ and 160 ㎛). The zirconia 

copings were airborne-particle abraded with 50 ㎛ Al2O3, then 

cemented to the prepared teeth using 3 kind of luting agen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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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 composite resin cement with adhesive agent (Panavia F 2.0 and 

ED Primer A & B), a resin-modified glass ionomer cement (RelyX 

Luting), a self-adhesive modified composite resin (RelyX Unicem). The 

cemented copings were thermocycled at 5 ℃ and 55 ℃ for 10000 cycles, 

and then removed along the path of insertion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at 0.5 mm/min. One-way and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α=.05).  

Results : Mean removal stresses of zirconia coping with 40 ㎛ 

internal gap were Panvia F 6.53 MPa, RelyX Unicem 3.16 MPa, RelyX 

Luting 1.15 MPa and 160㎛ internal gap were RelyX Unicem 3.71 Mpa, 

Panvia F 1.71 MPa, RelyX Luting 0.81 MPa. Mean removal stresses 

revealed differences among the 3 cementation groups in statistically. 

RelyX Unicem and RelyX Luting revealed no difference on failure mode 

between 40 to 160 ㎛, and Panavia F resulted in increased reminant 

cement on the axial wall when the size of internal discrepancy 

increased for 40 to 160 ㎛. 

Conclusions  : 

1. Panavia F resulted in significantly decreased mean removal stress 

when the size of internal discrepancy increased for 40 to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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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in cement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mean removal stress 

rather than resin modified GI cement.  

3. Panavia F resulted in increased reminant cement on the axial wall 

when the size of internal discrepancy increased for 40 to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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