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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에 따른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 분석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니아 지대주

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연조직에 투과되는 색조가 자연치와 유사하

여 임플란트 보철물의 심미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재료 자체의 강도가 높고 

생체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인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료의 특성 상 높은 취성으로 인하여 티타늄 지대주에 비해 파절로 인

한 실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내측 연결형(internal) 단일

(one-piece)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고정체와의 연결부가 얇아 파절에 취약하

다. 둘째, 지르코니아는 장기간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기계적 물성이 약화된다

고 알려져 있다. 현재 재료의 개발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상 적용 시 장기간 추적 관찰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셋

째,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고정체의 적합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지대주 

나사 풀림, 구성 요소의 변형이나 파절, 임플란트 주위염, 골 흡수 등의 기계

적∙생물학적 합병증을 초래한다. 현재 지르코니아 지대주 제작 시 사용되는 시

스템의 정밀도는 매우 높아졌으나 장비 구축 시 높은 비용을 수반하여 실제로 

다양한 제품이 갖는 고유의 임플란트 고정체 내측의 육각구조를 정확히 재현 

가능한 설비를 갖춘 기공소가 많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지르코니아

의 높은 경도로 인해 티타늄 고정체의 마모가 발생하여 임상적 사용 시 적합

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고정체 연결부에 titanium insert를 개재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에서 titanium insert의 사용 여부나 연결방식에 따른 파

절 강도에 대한 연구문헌들은 보고된 바 있으나 insert의 dimension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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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

이를 변화시켜 제작한 지대주를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파절 강도를 측정하고 

파절 양상을 관찰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기계적 안정성을 보이는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mm)는 insert의 변연부에서 절단연까지 수직 

높이로 하였고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mm)는 변연부로부터 순측 최

대 풍융부까지 수직 높이로 하였다.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라 Group1(1-3), Group2(3-3), Group3(3-5), 

Group4(5-3), Group5(5-5)의 다섯 개 군으로 하였고 각 군 12개, 총 60개

의 시편을 구성하였다.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접착(Rely X 

Unicem, 3M ESPE, St.Paul, MN, USA)하고 고정체(4.0mm diameter, 

10.0mm length, Implantium, Dentium, Korea)에 체결하였다. 24시간 동안  

37℃의 증류수 보관 후 열순환 처리(5~55℃, 15,000 cycles)한 후 만능시험

기(Universal testing machine, Model 3366; Instron®, Norwood, MA, USA)

를 사용하여 파절 강도 시험을 시행하였다. 전치부 저작을 재현하여 지대주 

구개측에 장축을 기준으로 30도의 경사하중을 가하였다(Crosshead speed 

0.5~1.0 mm/min). 이를 통해 획득한 하중-시간 곡선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짧고 급작스러운 하중 감소 시점 중 초기에 가해진 하중을 초기 변형 강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재료의 균열, 휨과 같은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에 가

해진 하중으로 임상적으로 잠재적인 기능 실패를 의미한다. 파절 강도는 시편

이 완전히 파절된 시점에 가해진 하중으로 Instron Series IX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기록되었다.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본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른 군 간

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1종 

오류의 보정을 위하여 Bonferroni's method를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하였다. 파절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의 파절면과 절단면을 주사 전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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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HITACHI, S-3000N, ZEISS SIGMA-500 FE-SEM)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 1mm 군은 3mm와 5mm 군보다 유의미하

게 낮은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보였다(p≤.016).  

2.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른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3.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 1mm 군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insert

로부터 완전히 탈락하였다. 3mm와 5mm 군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완전히 탈락하거나 장축 방향의 부분적인 파절을 보였다. 3mm와 5mm 

군 일부 시편에서 titanium insert 혹은 지대주 나사의 균열 또는 휨이 

나타났다.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 사

용 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를 3mm 이상으로 제작함으로써 임플란트

의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플란트의 기

계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되는 말 : titanium insert, 지르코니아 지대주, 파절 강도, 축벽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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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에 따른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 분석 

 

<지도교수 : 정 복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송 승 례 

 

I. 서론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치와 유사

한 색상을 제공하는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1 지르

코니아 지대주는 기존의 금속 지대주 적용 시 치은연 부위에서 지대주 경

부의 금속 색조가 투과되거나 치은 퇴축으로 인하여 지대주가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서 사용된다.2,3 특히 high lip line을 갖거나 심미적으로 중요

한 부위에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두께가 2mm 이하로 얇은 bio-type을 

갖는 환자에서 추천된다.1 이 같은 심미적인 이점 외에도 높은 파절 저항

성과 부식 저항성을 나타내고, 방사선 불투과성을 띄어 방사선학적 검사 

시 유용하며, 낮은 세균 부착을 보이는 등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4,5    

그러나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세라믹 재료의 특성 상 취성이 높아 파절되

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르코니아는 금속성 세라믹이라 불리울 정

도로 높은 강도를 보이나 두께가 얇아지면 파절 저항성이 감소된다.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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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식립 각도가 불량하여 장축에서 20도 이상 벗어날 경우 지대주 제작 

시 얇은 부위가 발생하여 파절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 때에는 티타늄 지

대주를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1 내측 연결형 단일 지르코니아 지대주

에서 고정체와 연결되는 부위의 지르코니아의 두께가 얇아 나사 조임력이

나 반복되는 저작 하중에 의해 파절이 유발될 수 있다. 나사 조임력의 경

우, 티타늄 지대주는 구성요소의 신장력이 발생하며 부여되는 전하중으로 

인하여 나사 풀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지르코니아 지대

주는 구성요소의 탄성변형을 허용하지 못하므로 응력이 분산되지 못하고 

집중되어 지대주가 파절될 수 있다.6,7  

또한 지르코니아는 장기간 습윤한 환경에 노출되면 물성이 약화된다고 

알려져 있다.8,9 적절히 제작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생리적인 교합압을 견

딜 수 있는 파절 강도를 보여 임상 적용 시 단기간 추적 관찰에 있어 성공

적인 결과를 보고한 증례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구강 내 온도 변

화와 동적 부하를 재현한 artificial aging 후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낸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다.10,11 현재 재료의 개

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

간의 임상적 관찰이 요구된다.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제작 과정 시 혹은 체결 후 임상 사용 시 적합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12,13 적합도가 불량한 지대주

는 나사 풀림, 구성요소의 변형, 파절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과 변연부 응

력 집중으로 인한 골흡수, 세균의 저류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생

물학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12 지대주 제작 시 기성 지르코니아 지대

주는 금형을 이용한 표준화된 정밀한 제작 과정을 따르므로 고정체와 적합

도가 우수하다. 그러나 치은연의 형태에 따라 CAD/CAM(Computer assisted 

design/Computer assisted manufacturing)으로 제작하는 맞춤형 지르코니

아 지대주는 가공 시 스캐너나 모형에 의한 오차, 소결 시 수축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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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지대주 제작이 어려울 수 있다.13 현재 지

르코니아 지대주 제작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정밀도는 매우 높아졌으나 장

비 구축 시 높은 비용을 수반하여 실제로 다양한 제품 고유의 임플란트 고

정체 내측의 육각구조와 표면을 정확히 재현 가능한 설비를 갖춘 기공소가 

많지 않다고 보고된 바 있다.14 내측 연결형 맞춤형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고정체와의 변연간극을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5.7~11.8μm의 수직 간극을 

보였고 이는 티타늄 지대주보다 3~7배 크다고 보고된 바 있다.12 임상 적

용 시 나타나는 적합도 저하는 지르코니아와 티타늄의 경도차로 인하여 발

생할 수 있다. 지르코니아는 티타늄에 비해 약 6~10배 높은 경도를 보이므

로 지대주 체결 시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저작이나 연하 시 발생

하는 지대주의 미세 동요에 의해 고정체의 마모가 발생한다.15,16 이는 지대

주 적합도 저하를 일으켜 기계적∙생물학적 합병증 즉, 지대주 나사 풀림, 

구성요소의 변형이나 파절, 임플란트 주위염, 골흡수 등을 초래한다.16 

이와 같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기계적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르

코니아 지대주와 티타늄 고정체 연결부에 titanium insert를 개재하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 Titanium insert를 사용하여 임플란트와 friction fit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티타늄 나사에 의해 쐐기력을 일으키고 약간의 탄

성변형을 허용하여 고정체 고정이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지대주 제작 시 

혹은 임상 적용 시 발생하는 적합도 저하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고정체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insert가 개재됨으로써 굴곡 강도, 피로 파절, 파절 저항성과 같은 

기계적 강도가 단일 지르코니아 지대주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4 

또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내측 연결형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외측 연

결형 지르코니아 지대주보다 더 높은 휨 강도를 나타낸 문헌을 통해  

titanium insert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11 그러나 이와 같은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에서도 지대주 파절이나 구성요소의 변형 등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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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합병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임상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기계적 강도는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연결 방식이나 insert의 높이, 두께와 같은 

dimension에 관련한 요인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연결 방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Bonded connection, 

Friction fit connection, Ring friction connection의 세 가지 군으로 나

누어 파절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Bonded connection 군이 가장 높

은 강도를 보였고, Friction fit connection 군, Ring friction connection 

군 순의 파절 강도를 보였으며 세 군의 파절 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9 현재에는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 연결 시 

레진 시멘트로 접착하는 것이 다른 연결 방식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밝혀

져 이와 같은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9 

반면 titanium insert의 dimension에 따른 기계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문

헌은 부족한 실정이다. Titanium insert의 dimension은 insert의 직경, 두

께, 축벽 높이, 경사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축벽 높이는 임플란트 식

립 각도와 방향, 교합 간 거리 등에 따라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지대주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에서 조절 가능

한 변수인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

를 변화시켜 제작한 지대주를 열순환 처리 후 파절 강도와 파절 양상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를 제시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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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임플란트 고정체는 직경 4.0mm, 길이 10.0mm의 Implantium(Dentium,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지대주는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와 

지르코니아 지대주 순측 높이를 변화시켜 다섯 개의 군으로 분류해 

제작하였다. 고정체-지대주로 구성된 시편을 각 군당 12개로 하여 총 

60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가. 지대주의 제작  

Titanium insert는 Computer Numerical Control(CNC) machining 

center(L20, Cincorn, Japan)를 통해 제작하였고,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변연부로부터 절단연까지 수직 높이를 1mm, 

3mm, 5mm로 각각 설계하였다(Fig. 1X).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상악 중절치 모형을 이용하여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으로 제작하였고,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 가능한 치관 길이를 고려하여 지대주 전체 길이를 

13mm으로 하였다. 지대주 나사를 위한 hole은 절단면 측에 형성하였다. 

지르코니아 지대주 순측 높이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변연부로부터 순측 

최대 풍융부까지 수직 높이를 3mm, 5mm로 각각 설계하였다(Fig. 1Y).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지르코니아 지대주 순측 높이에 따라 

Group1(1-3), Group2(3-3), Group3(3-5), Group4(5-3), Group5(5-5)의 

다섯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고 각 군 12개, 총 60개의 시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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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tanium insert and zirconia abutment. X: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Y: Labial height of zirconia abutment 

 

 

나. 재료의 합착, 결찰 및 열순환 처리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접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르

코니아 지대주 내면을 silica-modified aluminum oxide sandblasting 

(Rocatec;3M ESPE)으로 처리한 후 ceramic primer(Monobond Plus; Ivoclar 

Vivadent, Schaan, Liechtenstein)를 도포하였다. 제조사 지시에 따라 

dual cure self-adhesive resin cement(Rely X Unicem, 3M ESPE, St.Paul, 

MN, USA)를 사용하여 titanium insert와 합착하였다. 잉여의 접착제는 10

배 현미경 하에서 제거하였다.  

지대주와 고정체 연결 시 제조사가 제공하는 토크 렌치(Dentium,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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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 지시대로 30Ncm의 토크로 체결하였다. 지대주 

나사 풀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하중을 부여하기 위해 체결 후 10분 경과 

시 동일한 토크를 적용하여 재결찰 하였다.7,17 접착제 수화에 따른 체적 

변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37℃의 증류수에 보관하였다. 

임상적으로 5년의 구강 내 습윤 상태를 제공하기 위하여 5~55℃의 수조에

서 유지 시간 15초, 변환 시간 10초로 15,000회 열순환 처리하였다

(Thermal Cyclic Tester, Thermocycling : R&B Inc.),(ISO 10477:2018).18 

 

 

2. 연구 방법  

가. 파절 강도 시험  

열순환 처리 후 시편의 파절 강도를 측정하였다.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Model 3366; Instron®, Norwood, MA, USA)에 고정체-지

대주 시편을 금속 지지대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임상적으로 불리한 상황

을 재현하기 위해 수직적 골 흡수를 가정하여 고정체 변연부에서 하방 3mm

의 수직적 거리를 둔 위치에 고정하였다(ISO 14801:2007).19 전치부 저작을 

재현하기 위해 지대주 구개측에 장축 기준 30도의 각도를 이루는 경사하중

을 시편이 파절될 때까지 가하였다(Crosshead speed 0.5~1.0 mm/min)(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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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acture load test using universal testing machine 

 

 

(1) 초기 변형 강도 

파절 강도 시험을 통해 획득된 하중-시간 곡선은 점진적인 비례 양상을 

보이나 임플란트 구성 요소의 균열이나 휨, 나사 풀림 등이 발생할 때에 

일시적인 구간에서 급작스러운 하중 감소가 나타나며 이는 잠재적인 

보철물 기능 실패의 가능성을 의미한다.20,21 본 연구에서는 하중-시간 

곡선에서 하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초기 시점에 가해진 하중을 초기 

변형 강도로 측정하였다(Fig. 3a). 

 

(2) 파절 강도 

파절 강도는 시편에 하중을 가하였을 때 파절이 나타나는 시점에 가해진 

하중이며 Instron Series IX 소프트웨어에서 자동 기록되었다(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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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eformation curve. a: Initial deformation load. b: 

Fracture load 

 

나. 파절 양상 관찰   

(1) 파절면의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  

주사 전자 현미경(Hitachi S-3000N, Hitachi)을 이용하여 각 군당 세 개 

시편의 파절면을 관찰하였다. Titanium insert 내부 육각 나사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부면을 관찰하였다(X20 magnification). 

Titanium insert, 지대주 나사, 고정체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

정체와 지대주 연결부의 측면을 관찰하였다(X18,30 magnification). 지르

코니아 지대주 파절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르코니아 파절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X4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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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면의 주사 전자 현미경 관찰  

가해진 하중에 의한 임플란트 내측 구조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당 두 개 시편의 절단면을 관찰하였다. 자가중합형 아크릴릭 레진

(Technovit 7200 VLC, Kulzer, Wehrheim, Germany)에 시편을 매몰하여 블

록을 제작하였고 임플란트 중심부의 장축을 기준으로 절단하여 제작한 시

편을 주사 전자 현미경(ZEISS SIGMA-500 FE-SEM)으로 관찰하였다

(X10,25,100 magnification).  

 

다.  통계 분석   

각 군의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비교하고 군 간 유의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SPSS(SPSS Ver.26, IBM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여 통계 분석하였다. 표본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다.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

와 지르코니아 지대주 순측 높이에 따른 군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1종 오류의 보정을 

위하여 Bonferroni’s method를 사용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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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고정체에 지대주 체결 시 Gr3, Gr5에서 각각 1개 시편의 지르코니아 지대

주가 파절되었다. 열순환 처리 후 Gr1의 2개 시편의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titanium insert로부터 탈락하였다. 파절 강도 실험 시 Gr1에서 2개, Gr3

에서 2개, Gr4에서 1개 시편의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초기 시점에 파절되었

다. 따라서 총 9개 시편을 제외한 51개 시편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다.   

 

1. 파절 강도 시험  

가. 초기 변형 강도 

각 군의 평균 초기 변형 강도는 Gr1, Gr2, Gr3, Gr4, Gr5에서 각각 

89.19N, 190.46N, 179.86N, 180.63N, 177.88N을 나타냈다(Table 1).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에 따른 평균 초기 변형 강도는 1mm 군에서 

89.19N, 3mm 군에서 185.92N, 5mm 군에서 179.26N을 나타냈다. 1mm 군은 

3mm, 5mm 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초기 변형 강도를 보였다(Table 2, Fig. 

4). 3mm 군과 5mm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지르

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른 초기 변형 강도는 3mm 군보다 5mm 군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5).  

 

 

 

 

 

 



12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initial deformation load 

(N) of each group and according to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Group Gr1 Gr2 Gr3 Gr4 Gr5 

n 8 12 9 11 11 

M 89.19 190.46 179.86 180.63 177.88 

SD 52.50 91.20 35.08 72.76 39.65 

Ti-insert 1 mm - Gr1 3 mm - Gr2, Gr3 5 mm - Gr4, Gr5 

n 8 21 22 

M 89.19 185.92 179.26 

SD 52.50 71.38 57.20 

† n: number of specimen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N: Newton. 

 

 

 

Table 2. Multiple pairwise comparisons of mean initial deformation  

load by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by Mann-Whitney U test 

Multiple comparisons Mann-Whitney U p-value 

1 mm-3 mm 21.0 0.002* 

1 mm-5 mm 20.0 0.001* 

3 mm-5 mm 209.0 0.593 

*: p≤0.016 (5% confidence level),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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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Box plot of mean initial deformation load in 5 groups (*: 

p≤0.005,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b: Box plot of mean 

initial deformation load by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 p≤

0.016,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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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ox plot of mean initial deformation load by labial height of 

zirconia abutment (p≥0.05) 

 

 

나. 파절 강도  

각 군의 평균 파절 강도는 Gr1, Gr2, Gr3, Gr4, Gr5에서 각각 361.7N, 

509.07N, 558.5N, 814.88N, 608.54N을 나타냈다(Table 3).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에 따른 평균 파절 강도는 1mm 군에서 361.7N, 3mm 군에서 

530.26N, 5mm 군에서 711.73N을 나타냈다. 1mm 군은 3mm, 5mm 군보다 유의

하게 낮은 파절 강도를 보였다(Table 4, Fig. 6). 3mm 군과 5mm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

에 따른 파절 강도는 3mm 보다 5mm군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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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fracture load (N) of each 

group and according to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Group Gr1 Gr2 Gr3 Gr4 Gr5 

n 8 12 9 11 11 

M 361.7 509.07 558.50 814.88 608.54 

SD 52.41 261.22 213.50 412.73 251.20 

Ti-insert 1 mm - Gr1 3 mm - Gr2, Gr3 5 mm - Gr4, Gr5 

n 8 21 22 

M 361.7 530.26 711.7 

SD 52.41 211.12 349.77 

† n: number of specimen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N: Newton. 
 

 

 

 

 

Table  4. Multiple pairwise comparisons of mean fracture load by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by Mann-Whitney U test 

Multiple comparisons Mann-Whitney U p-value 

1 mm-3 mm 28.0 0.006* 

1 mm-5 mm 14.0 0.001* 

3 mm-5 mm 143.0 0.033 

*: p≤0.016 (5% confidence level),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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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Box plot of mean fracture load in 5 groups (*: p≤0.005,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b: Box plot of mean fracture load by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 p≤0.016, adjusted by Bonferron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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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x plot of mean fracture load by labial height of zirconia 

abutment (p≥0.05) 

 

 

2. 파절 양상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임플란트 장축 방향의 수직적인 파절이 나타나 지

르코니아가 부분적으로 파절되거나 titanium insert로부터 완전히 분리되

는 양상을 보였다(Fig. 8). Gr1은 모든 시편에서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insert로부터 탈락하였고, 그 외 군들은 부분 파절과 완전 탈락이 모두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5).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가 증가할

수록 부분 파절된 시편의 수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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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actured zirconia abutment. a: Partial fracture. b: Exfoliation 

Table  5. Fracture mode of each group 

Fracture mode Gr1 Gr2 Gr3 Gr4 Gr5 

Exfoliation of zirconia abutment 8 4 5 2 2 

Partial fracture of zirconia abutment 0 8 4 9 9 

 

 

가. 파절면의 양상 

각 군 세 개 시편의 파절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Hitachi S-3000N, 

Hitachi)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임플란트의 상부면, 측면, 지르코니아 

지대주 파절면을 촬영하였다(Fig. 9).  

Titanium insert 상부면 측에서 내부 육각 나사면의 마모, 긁힘이 관찰되

었다. 임플란트 측면에서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 표면의 마

모, 긁힘이 관찰되었다. Titanium insert 측면에서 지르코니아의 파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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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접착제를 볼 수 있었으며 잔존 접착제의 양은 시편마다 불규칙한 양

상을 보였다. Gr4의 한 개 시편에서 titanium insert 표면의 균열이 관찰

되었다. 지르코니아 지대주 파절면에서 마모와 긁힘, 잔존 접착제가 관찰

되었다. 또한 지르코니아의 균열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hackle line이 관

찰되었다.22 

 

Fig 9. SEM images of implant assembly. (a) Superior view of implant 

(X20 magnification). (b) Lateral view of implant (X18 magnification). 

(c) Lateral view of titanium insert (X30 magnification), crack of   

titanium insert (arrow). (d) Fractured surface of zirconia abutment 

(X40 magnification), hackle line (region where the tensile stress 

tilted from the crack surface,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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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단면의 양상 

각 군 두 개 시편의 장축을 기준으로 절단한 단면을 주사 전자 현미경

(ZEISS SIGMA-500 FE-SEM)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 Gr1, Gr2는 titanium 

insert의 뚜렷한 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Gr3, Gr4는 titanium insert

와 고정체 연결부의 간극 증가와 titanium insert와 지대주 나사의 휨이 

나타났다. Gr4의 titanium insert에서 고정체 접촉부의 균열이 발생하였

음을 확인하였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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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images of cross-section of implant assembly. (a) Lateral 

view of implant (X10 magnification). (b) Lateral view of titanium 

insert and abutment screw (X25 magnification). (c) Lateral view of 

titanium insert (X25 magnification)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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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images of cross-section of implant assembly. (d) Lateral 

view of titanium insert and fixture (X25 magnification), crack of 

titanium insert (arrow), (e) Lateral view of titanium insert and 

abutment screw (X100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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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에 의하면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에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는 적어도 3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저작과 

연하 시 치아에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치에서 기능 시 치아에 가해지는 하중은 전치부에서 90~370N, 구치부

에서 200~900N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하중

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8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주위에 분

포하는 고유수용기가 없으므로 이보다 높은 하중이 가해질 수 있다.14 이

같은 저작압의 조건을 고려하면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 1mm 군은 초기 

변형 강도 89.19N, 파절 강도 361.7N을 보였으므로 임상 적용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 3mm 군과 5mm 군은 각

각 초기 변형 강도 185.92N, 179.26N, 파절 강도 530.26N, 711.73N을 보였

으므로 임상 적용이 가능하며, 전치부 수복에 적절한 강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에 따른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유

지력에 관한 연구 결과도 본 연구와 동일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유지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접착 내구

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는 최소 3mm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9 

구치부 수복 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를 적용하

고자 한다면 교합력이 임플란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임플란트 보철물의 

occlusal table의 크기를 줄이거나 교두 경사를 낮춤으로써 임플란트에 작

용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과도한 삭제를 피하도록 함으로써 지대주 파절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로 수

복한 구치부 임플란트의 추적 관찰 시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한 증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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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으나30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저작압은 환자의 나이, 성별, 식이, 

대합치와 잔존치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와 같은 결

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갈이, 이악물기, 혀내밀기 등 

이상기능습관을 보이는 환자에서 치아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균적인 수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이상기능습관이 있는 성인 남자의 

상악 전치부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대 720N까지도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4 이와 같이 고하중이 가해질 경우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

니아 지대주의 임상 적용 시 지르코니아 지대주가 파절될 수 있으며, 

insert의 변형이나 cold welding이 발생하여 구성 요소의 제거 및 수리가 

어려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하중에 대한 

신중한 사전 평가가 요구되며 고하중이 예상되는 구치부와 이상기능습관을 

갖는 환자에서는 이와 같은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의 사용 자체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절 강도 외에 초기 변형 강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

다. 초기 변형 강도는 재료의 균열, 휨과 같은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

점에 측정되는 수치로서 보철물의 잠재적인 실패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대

주의 파절 강도가 높더라도 초기 변형 강도가 낮다면 반복적인 피로하중이 

가해졌을 때 파절에 취약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하중-변형 곡선

은 하중이 증가하다 곡선의 종말부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구성요

소의 파절이나 소성 변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서로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구성요소가 연결되어 제작된 시편의 하중-변형 곡선은 통

상적인 하중-변형 곡선과 달리 상대적으로 빈번한 파동의 양상이 존재하였

고, 이에 초기에 하중이 감소되는 시점에 가해진 하중을 초기 변형 강도로 

측정하였다.31 앞서 언급한 생리적인 저작압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의 

모든 군에서 측정된 초기 변형 강도가 200N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임상 적용 시 잠재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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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신중한 증례 선택과 면밀한 치료계획

이 요구된다.23-28 또한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 1mm 군은 3mm와 5mm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초기 변형 강도를 보였으므로 1mm의 낮은 축벽 

높이를 가진 titanium insert를 사용할 때 보철물의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

대주에 반복적인 고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피하도록 해야 하며 저작에 의한 

반복적인 고하중이 예상되는 구치부에서의 적용은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

다.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른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는 

군 간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 고려하지 않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두께에 따른 파절 강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전 보고된 바 있다. Koutayas와 Joo 등의 문헌에 따르면 

titanium insert를 사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preparation depth를 

0.5mm, 0.7mm, 0.9mm 로 각각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0.5mm 군에서 파절 강

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15,32 그러나 

Mitsias 등은 0.9mm 이하의 preparation depth를 갖는 시편의 파절 강도가 

모두 생리적인 기능 시의 하중보다 높았으며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한 바 있다.33 현재에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토대로 지르코니아 지

대주의 preparation depth는 가급적 0.7mm 이하로 하도록 추천되고 있다. 

지르코니아 지대주 설계 시 보다 이상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높이보다는 두께가 파절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사료된

다.34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가 가장 낮은 1mm의 군에서 titanium insert, 

지대주 나사, 고정체 변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르코니아 지대

주가 titanium insert로부터 완전히 탈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Hebe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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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jar에 의하면 지대주와 보철물의 유지력과 관련된 요인은 지대주의 높

이, 표면적, 경사도, 표면처리, 접착제의 종류 등 다양하다.36 Gr1의 모든 

시편의 지르코니아의 완전히 탈락한 결과는 지대주의 높이에 따른 유지력

에 관한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에 따라 낮은 축벽 높이로 인한 유지력의 저

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5 Titanium insert와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유

지력과 관련한 연구 문헌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9,36  

Chun 등에 의하면 titanium insert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지르코니

아 지대주가 파절된 것은 응력이 insert와 임플란트의 계면에 집중되기 전에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파절 강도에 도달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3 이에 반해 

파절 강도가 높은 군에서는 응력이 insert와 임플란트 계면에 영향을 미쳐 임

플란트 구성요소의 휨이나 균열이 발생하였고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부분적으

로 파절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파절된 지르코니아 지대주는 임플란트 장

축 방향의 수직적인 파절 양상을 보였다. 이는 titanium insert의 상부에 

가해진 압축력을 기점으로 지대주 경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여 균열이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titanium insert의 축벽 높이가 지대주의 파

절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 환경을 재현한 artificial aging을 통해 이에 대

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르코니아는 높은 강도를 보이는 기계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구강 내와 같이 습윤한 환경에 장기간 지속 시 강도가 

저하되며, 저작압이 주어지면 이와 같은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보고되고 있

다.39 초기 실패를 나타낸 시편 중 7개의 시편이 aging 이후 실패를 보였

으며 thermocycling을 실패 기여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재료의 개발을 통해 물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장기간 임상 적용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강 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생역학적인 부하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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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므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향후 다각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기능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titanium insert의 축벽 두께에 대한 연구나 피로 하중과 

관련한 연구 및 장기간의 임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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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

의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와 지르코니아 지대주 순측 높이를 변화시켜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측정하고 파절 양상을 관찰하여 비교해 보

았다. 일련의 실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 1mm의 군은 3mm와 5mm의 군보다 유의미하게 낮

은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를 보였다(p≤.016).   

2.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순측 높이에 따른 초기 변형 강도와 파절 강도의 유

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3. Titanium insert 축벽 높이 1mm의 군에서 모든 시편의 지르코니아 지대주

는 insert로부터 완전히 탈락하였다. 3mm와 5mm의 군에서 지르코니아 지

대주는 완전히 탈락하거나 장축 방향의 부분적인 파절을 보였다. 3mm와 

5mm의 군 일부 시편에서 titanium insert 혹은 지대주 나사의 균열 또는 

휨이 나타났다. 

 

내측 연결형 임플란트에서 titanium insert를 이용한 지르코니아 지대주 적

용 시 파절 저항성을 증가시켜 임상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titanium insert

의 축벽 높이는 최소 3mm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 사용 시 신중한 증례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응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치료계획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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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cture strength analysis of titanium insert reinforced zirconia abutment  

by axial height of titanium insert with internal connection 

 

Seung Rye Song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Bock Young Jung) 

 

This in vitro study aimed to analyze fracture strength by varying the axial height of 

the titanium insert and the labial height of the zirconia abutment in an internal 

connection implant to identify the titanium insert axial height with optimal mechanical 

stability. 

Sixty implants of an internal connection system were used. A two-piece zirconia 

abutment was used with a titanium insert. Combinations of different titanium insert 

axial heights (mm) and zirconia abutment labial heights (mm) constituted five groups: 

Gr1(1-3), Gr2(3-3), Gr3(3-5), Gr4(5-3), and Gr5(5-5). After thermocycling, a fracture 

load test was performed with a universal testing machine. The initial deformation load 

and the fracture load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fractured surface and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s were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1. The titanium inserts with an axial height of 3 mm and 5 mm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initial deformation load and fracture load compared to than that with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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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height of 1 mm (p≤0.016).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abial height of the zirconia 

abutment (p≥0.05). 

3. In some specimens, bending or cracking of the titanium insert or abutment screw 

were observed on SEM. 

 

The axial height of the titanium insert should be designed to be at least 3 mm to 

increase the fracture strength and promote the long-term stability of im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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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titanium insert, zirconia abutment, fracture strength, axial he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