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검(silicone gum)을 사용

한 제작모형.

DENTAL CAD/CAM 
GN-I에 의한 치관수복법

C A S E
P R E S E N T A T I O N

일본은 약 40년 전부터 판금가공을

신하여 형태재현성이 우수한 왁스 소환

법(Lost wax process)이 금속 보철물

의 제작법으로서 광범위하게 임상ㆍ응용

되어 왔다. 그러나 금속이라도 티탄은 고

융점, 고온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매

몰재와의 반응, 주조결함의 문제가 많고,

도재류는 주조법과 압입법( )이 개

발되었지만 고온가공에 의한 결함이 문

제점으로 남아 있다.

한편, 일반공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티탄제품은 기계가공된 제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속을 가공하는 방

법으로 절삭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점과

일찍부터 CAD/CAM시스템이 도입되어

목적하는 형상을 이들 시스템으로 비교

적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치 과 계 에 있 어 서 도 본 격 적 인

CAD/CAM시스템이 연구ㆍ개발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금속티탄의 Crown과

도재소부용( )금속프레임, All

Ceramic Crown의 프레임 등의 제작

이 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의 십수개에 이르는 제조회사

에서도 이 CAD/CAM시스템이 개발ㆍ

발매되고 있다.

저자의 주변에서는 GC사에서 발매되

고 있는 GN-Ⅰ시스템을 이용하여

VITA Inceram Coping이나 티탄크라

운은 물론이고, Titan Metal Bond

Bridge의 금속프레임을 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그 순서를 임

상예로 소개함과 동시에 CAD/CAM시

스템의 가능성도 언급해 보고자 한다.

도 쿄 도 미 나 토 구 ㆍ Laboratory of

Principia

GC사 GN-Ⅰ시스템. 계측기, 설

계용 컴퓨터, 가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1
외상으로 인한 11번의 결손. Ceradapt

Abutment를 이용하여 In-Ceram All

Ceramic Crown으로 Implant결손수

복설계를 계획한다.

2 3

왁스형성.

4
동일한 구개측관찰. 정확한 Ceradapt

의 지 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재현이 필요하다.

5
기공용 Silicone putty에 이용한

Core 채득. 이 Core로 Ceradapt

를 이용한 지 치의 형성을 확인한

다.

6

IN-CERAM ALL CERAMIC CROWN의 증례

18

들어가며



19

계측기 내부. 레이저광선으로 비접

촉식측정방식을 사용하여 ±20㎛

의 정 한 계측이 가능하다. 먼저

지 치 중앙부를 절단방향으로부

터 결정하고, 마진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한다.

마진라인은 Sharp하고 이행적으

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

행성은 접착성레진으로 합착하여

도 중요하다.

10
마진부 확인. 치은부분과의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마진라인의

위치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11
인접치의 구개면의 형태와 일치하

는 형성면이 필요하다.12

13
계측모식도. 측정은 지 치를 회전

시켜 마진범위의 하한에서 상한까

지는 수평간격 0.1㎜로 측정하고,

그 위 부분은 레이저센서가 선회운

동을 하여 측정된다.

14
Scanning된 지 치가 모니터에
표시된다. 싸이즈, 방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우선,  마진라인의
설정은 마우스로 클릭하여 장방형으
로 둘러쌓듯이 하면, 그 범위 내에

서 가장 돌출된 부분을 마진으로 인식하는
순간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정은 마
우스로 라인을 그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15

Ceradapt Abutment의 적합.

7
삭합( )은 절단면ㆍ순면( )

ㆍ인접면을 Core로 확인하면서

주수( )하면서 실시한다.

8
구개측은 Clearance와 Ceradapt

의 두께를 고려하면서 실행한다. 9



Bar의 종류. 적색이 세라믹ㆍ컴포

지트용이며 청색이 티탄용이다. 두

께는 같고 2.5㎜에서 1.0㎜가 준

비되어 있으며,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bar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가공할

수 있다.

Coping의 최종확인. 마우스로 회

전, 경사를 이루도록 하면 모든 방

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소

재, 블록크기, 색조를 설정한다.

19
주조시 주입로에 상응하는 Rest부

여. 두께, 방향, 위치를 설정. 이 상

태에서 설계를 완료한다. 그 다음

가공용 Data(NC Data)로 자동변

환. 이 동작으로 Data를 인터넷 또는 플

로피 등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20

가공기. DOS 컴퓨터가 내장되어

Touch panel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

21 22
In-Ceram block의 가공. 주수

( )하에서 완전자동으로 가공

할 수 있다. 위는 1개만 가공하고

있는 것이지만 티탄 이외에는 15

개를 연속으로 가공할 수도 있다. 현재

가공 가능한 소재는 세라믹, 컴포지트,

티탄, 인세람블록 등이 있다.

23

절단부의 옵셋면과 시멘트스페이스
결정. 옵셋면, 이른바 시멘트스페이
스의 가장 두꺼워지는 부분을 결정
한다. 그리고 시멘트스페이스의 개
시점을 마진에서 몇 리, 최 두께

를 몇 미크론이라고 수치를 입력하면 결
상(契 )인 시멘트스페이스가 부여되어
옵셋면은 최 두께의 시멘트스페이스가
된다. 이 수치는 지 치의 상태를 고려하
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16
시멘트스페이스가 부여된 지 치에 적합시키는 Coping의 모델제작은 Collar의

두께 및 전체의 두께도 수치입력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

태는 마우스로 돌출시킬 수도 있다. 또한 Coping의 형태는 Collar부분의 형태

가 다른 2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더불어 Crown은 교합면형태가 다른 5형태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천연치 형태, 기능적인 형태, 과거에 제작하 던 형태 등을

보존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으므로 그 중에서 증례에 맞는 형태를 불러내어 지

치에 적합시킬 수 있다.

17

지 치 내면의 Under cut은 적색

으로 표시된다. 이것을 마우스로

축을 변화시켜 Under cut이 최소

가 되도록 조정한다.

18

20



형성한 In-Ceram frame. 예리

한 마진형태에서는 부스러질 수도

있다.

24

구개측 사진.

Glass침투소성완료후의 적합. 소

성( )에 의한 변형은 보이지 않

는다. 이 것으로 All  Ceramic의

Base로서 필요한 강도ㆍ형태ㆍ색

조를 얻을 수 있다.

28 Vita Dual αPorcelain을 통법

에 따라 축성.29

금속도재소부관(� 冠)

과는 다르게 밝고 깊이 있는 색조

를 재현할 수 있다.

30 31
Ceradapt 지 치의 적합. 임상상

문제없는 적합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

도중에 수정이 가능하다.

32

내면조정후의 지 치 적합. 지 치

의 선두부분이 bar선단보다도 예

리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 많다. 프레임 전체를 0.5㎜로

조정한다.

25
통법에 따라 Glass침투. In-

Ceram alumina powder를 도

포. 1100℃에서 15�30분간과

단시간내에 Glass의 침투소성(

)이 가능하다.

26

Glass침투소성후 Glass의 제거

는 Diamond bar를 이용하여 주

수하에서 삭제한다. Alumina

frame의 입자사이에 Glass가 침

투 하 여 색 조 와 강 도 가 부 여 된 다 .

CAD/CAM일 경우 640MPa정도의 강

도를 얻을 수 있다.

27

21



티탄가공후 적합상태. 거의 주조와

같은 적합을 얻을 수 있다.

Cut Back을 실행하고, Porcelain

room의 확보와 연결부의 형태를

부여해 둔다. 지 치를 Scanning

한 다음, 왁스표면에 카본분말을

도포하고 1개씩 왁스패턴으로 Scan-

ning한다.

37
예측지 치의 형태

38

Scanning한 왁스패턴을 지 치

에 적합.39 40
Porcelain 축성전의 메탈처리. 현

재 이렇게 큰 Pontic은 GN-Ⅰ에

서는 소프트상의 문제로 제작불가

능하므로 수작업으로 가공한다. 그

다음 레이저로 용접하는데 주조일 경우

보다도 용접력이 견고하다.

41

In-Ceram All Ceramic Crown

의 구강내 장착. 치관부의 심미성

은 충분히 회복되었다.(도쿄치과

학 치과보철학 제3강좌)

34
<CAD/CAM시스템의 지 치형성시 주의사항>

마진부는 두꺼운 샴퍼형태, 지 치 선두부분은

둥근형태가 아니면 부적합해지는 원인이 되기

쉽다.

35

임플란트지 를 포함한 증례. 우선

치관형태의 회복을 왁스로 처리한

다.

36

Titan Metal Bond Bridge의 증례

구강내의 Implant 의 Ceradapt

지 치의 적합.33

22

DENTAL CAD/CAM GN-Ⅰ
지 치 형성의 포인트

DENTAL CAD/CAM GN-Ⅰ을 이용시

지 치형성의 포인트를 소개한다.

비접촉의 레이저가 옆에서 마진부를 계측할 때에
지 치가 그늘지지 않도록 Chamfer형태로 형성
시키는 것이 최적이다.

우각부( 角 )의 끝이 모서리져 있으면 가공기에서 내면을 깎
을 때, 직경 1㎜의 Round end bar가 들어가지 않고 미삭제
부분이 남을 경우가 있다. 우각부는 둥 게 형성해야 한다.

Chamfer

우각부( 角 )는끝이모서리지지않도록한다 끝이모서리지면미삭제부분이남는다.



티탄용 도재를 이용한 치관형태의

회복.42

우측 측방모습.

46

좌측 측방모습.

47

디지털데이터를 다

루면 계측기와 가공

기가 동일한 장소가

아니어도 인터넷에

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

므로 구상이 가능하다.

48

주조에 의한 Metal Frame과는

달리 결함이 없으므로 문제없이 축

성ㆍ소성이 가능하다. 중량도 금합

금의 1/4로 경량이다.

43

Bridge부분은 GRADIA에 의한

Provisional. 앞으로 임플란트를

매 입 하 고 In-Ceram All

Ceramic Crown을 실행할 예정.

44
전방모습. 심미성이 뛰어난 수복물

을 얻을 수 있다.45

이상, DENTAL CAD/CAM

GN-Ⅰ의 개요 및 그 임상예를 제

시하 다.

현재 일본에서 임상으로 응용되고

있는 CAD/CAM시스템으로서는

Cerec, Procera, Decsy,

Cadim과 이번에 소개한 GN-Ⅰ

이 있다. 이 중 GN-Ⅰ에 관해서는

다기능으로 가공소재도 많아 무엇

보다도 왁스와 스파튜라, 조각도

신에 마우스를 움직여 형태를 재

현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

우 우수한 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

의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여 량

생산과 턱운동기록장치의 데이터

와의 조합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단순 경미한 작업은 이러한 시스템

을 이용함으로써 절약된 시간과 에

너지를 치과기공의 정 도와 예술

성 작업에 활용하여 더욱더 환자에

게 좋은 수복물 제공으로 이어지기

를 기 한다.

In-Ceram All Ceramic Crown에 의한 전악보철증례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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