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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가titanium insert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고정체와 지대주의 연결부위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titanium insert
대주의 파절강도와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의 강화 효titanium insert
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내측연결형 방식의 고정체 에 동일한 디자인의(Inplant, Warantec, Seoul, Korea)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 개와 연결부위가 타이타늄 링크로 강화10
된 지르코니아 지대주 개를 조임 토오크로 연결하였다 고정체 지대주10 25Ncm . -
집합체를 수직축에 대하여 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지대주의 절단연으로부터 구30
개측 하방에 힘이 전달되도록 고정하고 열순환을 동반한 저작재현2mm 5-55℃

을 시행한 후 최대 파절 강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1,200,000 cycle, 50N, 1.6Hz) .
자료는 independent t 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test .

연결부위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전체가 지르코니1. titanium insert
아로 이뤄진 지대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파절강도를 보였다.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모든 파절은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에서 수평적으로 발2. -
생하였으며 연결부위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모든, titanium insert
파절은 응력이 직접 가해진 부위를 포함하여 지대주의 장축을 따라 수직적으

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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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 적용시 의 사용여부titanium insert
에 따라 파절 강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고정.
체 지대주 연결부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titanium insert
인다.

핵심 되는 말 지르코니아: , titanium insert, 임플란트 지대주 저작재현 파절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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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가titanium insert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종현< :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서 송 희

서론.Ⅰ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은 심미적 요구가 있는 부위에서 상실된 단일치아를

수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으며 이제까지 임상적으로 높은 생존률

을 보고하고 있다.1
최근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부 보철물의 형태 색은 물,
론 자연스럽게 보이는 주변 연조직을 원하게 되었다 연조직의 심미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연조직의 적절한 양과 색조 형태가 필요하나 종종 이를 만족시,
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연치의 고정성 보철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에

의한 치은 주변의 색조 변화가 임플란트 보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임플란트 지지 보철물의 제작에는 타이타늄 지대주가 널리 사용

되어 왔다 하지만 타이타늄 지대주는 특히 상악 전치부와 같이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 연조직의 두께가 얇거나 치은 퇴축이 발생한 경우 금속 색이

비쳐 보이거나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2 따라서 점막관통부에서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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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의 지대주가 필요하게 되었고 타이타늄 지대주의 비심

미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아와 유사한 색조를 재현할 수 있는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연구 개발되었다.3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기존의 타이타늄 지대주에서 나타나는 금속색의 비침

을 방지할 수 있으며 투과성의 향상을 통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심미적인 보철

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고 낮.
은 열전도성과 높은 부식 저항성을 가지며 높은 강도와 파절 저항 인성을 가

지고 있어 기계적 요구조건 또한 만족시킨다.4,5,6 하지만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자체의 취성 때문에 인장력에 취약하여 구강내 기능력에 의해 파절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가공의 어려움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4
등이 시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의 파Yildrim 738N

절강도를 보여주었다.7 실제로 등은 년 이상의 사용기간 동안 지르코Glauser 4
니아 지대주가 의 생존률을 보였고 파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100%
으며8 등Zembic 도 년간의 임상연구를 통해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타이타늄3
지대주와 기계적 생물학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9 따라서 지르

코니아 지대주는 전치부의 생리적 교합력에 저항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지대

주의 재료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결과들은 외측연결형 지르코니아 지대주에 국한된 것

으로8,9 외측연결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반면 내측연결형 지대주는 외측연결형에 비하여 파절 저항성이 낮으며10 주로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가장 얇은 부위인 고정체와의 연결부위가 파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13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부를 타이타늄
등의 금속소재로 만들어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합착하는 지대주가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효용이 입증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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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고정체와 지대주의 연결 부

위가 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으로 제titanium insert CAD/CAM
작하여 레진 시멘트로 붙인 지대주와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를

구강내와 유사한 환경에서 저작을 재현하여 파절강도와 파절양상의 차이를 살

펴보고 이를 통해 의 강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titanium ins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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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Ⅱ

연구 재료1.
가 주 지르코니아 지대주 제작.
상악 아크릴릭 레진 모델의 좌측 중절치 부위에 직경 길이 의4.3mm, 10mm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 를 식립하여 주(Inplant, Warantec, Seoul, Korea)
모형을 제작하였다 주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아크릴릭 레진 모델의 상태에 맞.
게 예상되는 보철물의 변연을 약간 치은연하로 설정하고 치은의 스캘럽한 형

태에 따르도록 디자인하였으며 고정체 연결부위까지 포함한 지대주 전체를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CAD/CAM .

Fig 1. Master cast used for the production of the master abutment

나 실험용 지르코니아 지대주 제작.
iscan D100(iMetric 3D GmbH, Courgenay 을 이용하여 주 지르코니, Swiss)
아 지대주를 스캔하고 가공기로ARUM DeG-5X100 (Doowon Co. Ltd.,

군별로 개씩 동일한 디자인의 실험용 지르코니아 지대주를Daejeon, Korea) 10
제작하였다 고정체와 지대주의 연결부위 디자인에 따라 두 군으로 나뉘며. A
군은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져 있고 군은 미리 제작된B titanium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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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부 지르코니아를 가공한 다음 소결한 후 Panavia F 2.0(Kurary Medical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합착하였다 두 군 모두에서 동일한.
Y-TZP(yttria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s) 블록(D MAX Co. Ltd.,

을 사용하였으Daegu, Korea) 며 을 이용하여 가공 후 소성로에서CAD/CAM
로 소결되었다 이상의 모든 실험용 지대주의 제작과정은 한 명의 기공1520 .℃

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Fig 2. Prefabricated titanium insert

A B
Fig 3. Two types of zirconia abutments (A : all zirconia abutment, B :
zironia abutment cemented onto titanium insert)



- 6 -

연구방법2.
가 열순환을 동반한 저작 재현.
고정체의 숄더 부위에서 아크릴릭 레진 홀더의 맨위 부위까지 의 수직3mm
적 거리를 둔 상태로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Orthodontic resin; Dentsply

을 원통형의 실린더에 채워 고정체를 고정하였다Caulk, Milford, Del, USA) .
이는 치과용 임플란트 피로시험에 관한 규정ISO/FPIS14801:2003(E)26
(Dentistry-fatigue test for endosseous dental implants, Internaltional

을 참고하여 수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5, Geneva, Switzerland)
직적 골 흡수를 가진 임상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loading condition. Embedded specimens were
mounted at an angle of 30 degrees and load was applied on the palatal
side of the specimens 2mm below the incisal edge of the abutments.

제조사가 제공하는 토크 렌치 를 이용하여 지대주(Warantec, Seoul, Korea)
를 고정체에 연결하고 제조사의 지시대로 의 토크로 타이타늄 나사를25N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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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였다. 저작재현장치(Chewing simulator CS-4.8, SD Mechatronik, Feldkirchen-
의Westerham, Germany) 수조에 고정체 지대주 집합체를 수직축에 대하여- 30

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지대주의 절단연으로부터 구개측 하방에 힘이 전2mm
달되도록 고정하였다.
임상적으로 년에 해당하는 기능 상태을 재현하기 위해5 1,200,000 cycle,
로 저작재현을 시행하였으며1.6Hz 14 임상적 범위 내에서의 힘을 재현하기 위

해 의 힘을 적용하였다50N .15 각각 초씩 열순환을 시행하여 구강내40 5 -55℃
와 유사한 습윤상태를 제공하였다 초 초(fill time : 8 , circulation time : 32 ,

초 열순환과 저작재현의 모든 과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drain time : 16 ).
소프트웨어(CS-4.vi, SD Mechatronik)에서 통제하였다. 만 회의 저작 재현120
을 완료한 후 지대주의 나사를 풀어서 내부 파절과 나사풀림을 확인하였다.

Fig 5. Chewing simulator. Specimens in each group underwent 1,200,000
cycles of thermomechanical fatigue in a computer-controlled chewing
simulator to simulate 5 years of clin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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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절 저항성 실험.
열순환과 만회의 저작재현을 시행한 후 지대주의 파절 강도를 측정하였120
다 인스트론 만능 재료시험기. (Instron Engineering Co., Canton, Mass, USA)
의 스틸 홀더에 수직축에 대하여 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지대주의 절단연으30
로부터 구개측 하방에 힘이 전달되도록 고정하였다2mm . Cross head speed
는 로 파절이 발생할 때까지 정적 부하를 적용하여0.5mm/min Instron Series
소프트웨어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사를 풀어서 내부 파절과 나사풀림을IX

확인하였다.

Fig 6. Sample mounted in the steel holder of the universal testing machine
at an angle of 30 degrees.

다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2 ver.(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independent t 를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성 검증은test . α

수준에서 실시하였다=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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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Ⅲ

저작 재현 후 관찰1.
군에서는 만회의 저작재현 후 지대주 나사를 풀어 확인시 지대주의 파B 120

절이나 나사 풀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군에서는 개의 지대주에서 파절. A 3
이 발생하였고 나사풀림은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파절은 고정. 체 숄더 하방의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위에서 발생하였으며 나사를 풀어 지대주를 고정체에서-
분리하기 전까지 시각 촉각적으로 검사되지 않았다 군에서 파절된 세 개의, . A
지대주를 제외한 군의 모든 지대주는 파절이 관찰되지 않았다A, B .

파절 강도2.
군에서는 대부분 최종실패를 보이기 이전에 초기실패를 먼저 보였으나A B

군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군의 그래프에서 첫번(Fig. 7, 8). A
째로 꺾인 부위가 나타나는 지점인 초기실패 값을 실제적인 실패가 일어나는

때로 간주하여 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7. Load-displacement curve of Group A. The initial failure(arrow)
appears before fin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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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ad-displacement curve of group B.

평균파절강도는 군에서 군에서는A 51.6N (0-103.8N), B 567.51N (446.5-643.7N)
이었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01).

Table II. Fracture loads of specimens. (Newton)
Group A Group B
88.2 643.7
103.8 477.9
43.7 511.7
73.2 595.5
92.1 570.9
65.5 446.5
49.7 624
0 621.1
0 603.3
0 580.5

Mean 51.6 567.5
SD 40.0 66.6



- 11 -

파절 양상3.

군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모든 파절은 고정체A 숄더 하방의 고정체 지-
대주 연결부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발생하였고 나사의 풀림이나 파절은 없었

다 나사의 머리 부분이 체결되는 부위 하방으로 지대주의 가장 얇은 부분인.
내부 팔각구조에서 파절선이 사선 주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만회의. 120
저작재현 후 개의 지대주에서 발생한 파절과 동일한 양상이었다3 (Fig.9A).
군은 모두 응력이 직접 가해진 부위를 포함하여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장B

축을 따라 수직적으로 부러졌고 와 상부 지르코니아가 분리되titanium insert
었다 나사의 풀림이나 파절 또는 부위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 titanium insert
았다(Fig.9B).

A B
Fig 9. Fracture modes of abutments. A: horizontal fracture in the region of
the internal octagon of the abutment. B: vertical fracture including loading
site and separation of titanium insert and zirconia.



- 12 -

고찰.Ⅳ

이번 연구에서는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사

용할 경우 고정체-지대주 연결부의 디자인에 따라 파절 강도와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결부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titanium insert
지대주는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파절

강도를 보였다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의 모든 파절은 고정체.
숄더 하방의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에서 수평적으로 발생한 반면 연결부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모든 파절은 응력이 직접 가해titanium insert
진 부위를 포함하여 지대주의 장축을 따라 수직적으로 발생하였다.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사용에 관한 기존의

실험 연구들을 살펴보면 파절 강도는 실험마다 임플란트 시스템과 하중 조건

등이 달라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비교하기가 어려우나 모든 파절은 고정체, -
지대주 연결부에서 발생하였다고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12,16,17
내측연결형 지르코니아 지대주에서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가 특히 파절에 취-
약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원추형 내측연결의 원리와 지르코니아의 재료적 특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는 내부에. friction fit
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나사를 조이면 나사의 머리에서의 압력이

쐐기력을 일으키고 지대주의 내부에 응력을 일으킨다 이때 타이타늄 지대주.
는 나사를 조일 때 약간의 탄성변형을 허용하여 고정체에 고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구성 부품 사이에서 마찰에 의해 생기는 소성변형도 허용이 가능하

다 반면.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타이타늄 지대주와 달리 재료 자체의 취성 때

문에 파괴인성을 초과하는 힘이 적용되면 탄성변형을 허용하지 못하고 곧바로

파절이 발생하게 된다.18 제한된 회전공차 때문에 만약 고정체와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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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주 사이에서 적합이 부정확하면 나사를 조이기 위해 토크를 적용시 지대

주 내벽에 추가적인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18,19,20
또한 전치부에서 저작시 발생하는 전단력은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에 굽힙력-
과 스트레스를 야기한다.21 따라서 이 부위에서 응력을 충분히 견뎌내기 위해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두께는 최소한 이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0.5-0.7mm
다.2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
에 해당하는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약 였다0.27mm (Fig 2.).
지르코니아 지대주에서 파절에 취약한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정체에. secondary titanium

를 연결시키고 그 위에 상부 지르코니아를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과abutment
titanium 와 상부 지르코니아를 하나의 나사로 고정체에 고정하는 방식insert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레진 시멘트로 합착하여 titanium

와 지르코니아 부위가 일체를 이루는 방식이 소개되고 있다insert .
를 갖는 지르코니아 지대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디titanium insert

자인이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10,23,24 고정체

와 지대주의 연결이 타이타늄대 타이타늄의 결합이 되도록 하여 타이타늄 지

대주와 같은 높은 예지성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23 이번 연구에서도 titanium
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높은 파절강도를 보여 기존의 연구와 일insert

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10,23,24
지르코니아는 타이타늄에 비해 배 가량 높은 표면 경도를 가진다고 알려져6
있다.23 지르코니아와 타이타늄의 접촉면 사이에서 표면경도의 차이로 인해25

고정체 내부에 마모가 발생함으로써 장기간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4,18
따라서 지르코니아의 심미적인 장점을 살리면서 파절과 마모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titanium insert 사용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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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에서 연결부가 로 이루어진 지르코니아 지대주의titanium insert
모든 실패는 응력이 직접 가해진 부위를 포함하여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장축

을 따라 수직적으로 부러졌고 와 상부 지르코니아가 분리되는titanium insert
결과를 보였다 지르코니아와 타이타늄 사이의 적합도 차이와 열순환 후 레진.
시멘트 부위가 약한 지점이 되어 깨지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고 예상된다.26,27
실제 임상에서 치과 수복물에서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와 응력은 매우 복잡

하며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상의 수치를 임상적 상황에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titanium insert
의 임상적 사용에 앞서 지르코니아와 티타늄의 접착 및 두 재료간의 간극과

전처치 등에 관한 더 심도있는 연구와 장기간의 임상관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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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원추형 내측연결형 임플란트에서 고정체와 지대주의 연결 부위가 titanium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전체가 지르코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에insert

열순환을 동반한 저작을 재현한 후 파절강도와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결부위가 로 이뤄진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전체가 지르코1. titanium insert
니아로 이루어진 지대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파절강도를 보였다.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모든 파절은 고정체 지대주 연결부에서 수평적으로2. -
발생하였으며 를 가진 지대주의 모든 실패는 응력이 직접, titanium insert
가해진 부위를 포함하여 지대주의 장축을 따라 수직적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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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titanium insert

on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abutment

with internal type of connection

Song Hee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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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ong Hyun Han, DDS, MSD, PhD)

Objective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valuate the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abutments with or without titanium insert and all
zirconia abutments with conical fixture-abutment interface after dental
chewing simulation.
Materials and methods : Abutm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all
zirconia abutment(Group A, n=10) and zirconia abutment cemented onto
titanium insert(Group B, n=10). Abutments were attached to fixtures(25Ncm
torque) embedded in a acrylic resin holder. They were thermomechanically
loaded(1,200,000 cycle, 50N, 1.6Hz, 5-55 ) and fracture loads(N) were℃

determined until failure(Instron, CHS = 0.5mm/min). Groups were
statistically compared using independent t test.(p<0.05)
Results :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value <0.0001)
between two abutment groups with a mean fracture load of 51.6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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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for group A and 567.51N (±66.58) for group B. In group A all
fractures occurred at the interface where the abutment was connected to
the fixture and in group B all fractures occurred vertically at the zirconia
veneer including the loading site.
Conclusions :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fracture strength of zirconia
abutments cemented onto titanium inser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ll
zirconia abutments.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mechanical strength of connection part to the fixture in zirconia abutments
and titanium insert will be a good alternatives for esthetic implant
restorations.

Key Words : Zirconia, Titanium insert, Implant abutments, Chewing simulation,
Fracture resi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