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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하부구조의 파절도 있지만, 대

열전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부 도재

대체할 만한 우수한 강도 등으로 인해 전치부

부분의 실패 양상은 상부 도재의 chipping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도가

단일 치관에서 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지대주

파 절 이 다. 지 르 코 니 아 보 철 물 에 서 의

높은 비니어 재료를 CAD/CAM으로 제작하

및 구치부 고정성 국소의치에 까지 광범위하

chipping 파절의 원인으로는 하부 지르코니

여 지르코니아 코어와 sintering 하는 법이

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금속-도재관과

아 코어와 상부 비니어 도재간 열팽창계수의

있으며,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부의 비니어

달리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임상적으로 사용

차이, 상부 도재에서 porosity같은 mecha

도재가 없는 Full, All, Monolithic 또는 소위

된 지 특히, 구치부에서 사용된 지가 오래되

nically defective micro-structure

“통”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관심이 최근

지 않는다. 신뢰할만한 연구조사들은 대개

regions, surface defect 또는 하부구조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년 정도이며, 길어봐야 5년 정도의 임상결

부적적한 지지, overloading, 비니어 도재

과들을 내놓고 있다.

의 낮은 파괴인성, 지르코니아 자체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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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보철물은 생체적합성, 금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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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삭제 시 해서는 안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그림 8).
1) 축면의 undercut 형성 및 parallel wall : 축면이 parallel하거나 trough 또는 reverse margin 이면 정확한 scanning이 힘들어 진다고 하므로 피
해야 한다. 유리 치은의 손상을 줄이면서 Reverse margin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bur도 있다(그림 9).
2) 90도 shoulder margin: 마찬가지로 정확한 scanning이 힘듬.
상부 도재의 파절 가능성이 없는 monolithinc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위한 치아 삭제는 기존 지르코니아 보철물과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술했듯이 지대치 삭제는 향후 수복하는 보철물의 재료에 따라 삭제량 및 margin이 결정되므로 치아 삭제량은 기존 보다 작아도 되며, margin형태도

1. 성공 전략의 첫걸음 - CAD/CAM 보철물을 위한 치아 삭제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크게 장석계 도재로 상부를 비니어하는 Porcelain-fused to zirconia와 (PFZ) 와 상부 도재가 없는 Full zirconia 보철
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지대치를 삭제하는 이유는 추후 보철물이 올라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어떠한 종류의 보철이냐에 따라

overcontour 및 상부 도재의 chipping가능성이 적으므로 knife- efge margin도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구치부 삭제량이 적을 수
밖에 없거나, 치주적으로 퇴축이 심해 chamfer 변연을 부여하기에는 삭제량이 너무 많아 치아를 보존적으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knife-edge
margin을 형성할 수도 있다.(그림 10)

지대치 삭제량 및 변연의 형태는 달라지기 때문에 상부에 비니어 도재가 올라가는 일반적인 구치부 지르코니아 보철물용 치아삭제의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다(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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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사용하는 CAD/CAM 시스템을 알자.
1) 교합면 삭제량 : 1.5~2.0mm

일반적으로 기존의 “lost wax technique”을 이용하여 제작된 보철물 보다는 CAD/CAM으로 제작된 보철물의 내면 적합도가 헐겁다고 알려져

2) 축면 삭제량 : 1~1.5mm

있다. 기존의 방법은 경험적으로 치과재료의 수축 팽창을 조정하면서 보철물의 내면 적합도를 원하는 정도로 맞출 수 있지만, CAD/CAM 상에서

3) 약 10도의 convergence angle

는 milling tool의 한계로 인해 적합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각각의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해 내면 적합도가 시스템마다 달라 질 수 있다(그

4) 약 1.0mm 폭의 rounded shoulder 또는 chamfer margin

림 11과 12).

5) 둥근 내면 선각(곡률 반경 0.4~0.5mm 이상)

- 현재 시중에서 사용중인 milling machine에 사용되는 가장 작은 직경의 milling tool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1.0mm이며(그림 3), green
stage상에서 milling을 하고 난 후에 sintering 과정 중에서 수축이 일어나므로 coping의 내면을 이론적으로 overmilling이나 undermilling
을 하지 않기 위한 치아 삭제 후의 내면 선각의 곡률 반경은 0.4mm 이상이다(그림 4). 그러므로 CAD/CAM용 지대치 삭제 시 내면 선각의 곡
률 반경도 이를 따라서 둥글게 형성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milling 시 과형성 되거나, 아니면, 수작업으로 내면을 조정하여 coping의
두께가 얇아져 파절의 기시점이 될 수 도 있다(그림 5). 특별히 지대치 삭제시 둥근 내면 선각 형성을 위한 bur들이 개발 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
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6, 7).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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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CT로 coping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그림 11의 A 시스템은 변연 적합도 및 내면적합도도 아주 우수했지만, B 시스템은 변연 적합도는 우수
했지만 내면 적합고는 부위마다 차이가 있지만 0.32mm까지 측정되기도 하므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CAD/CAM으로 제작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적합도를 임상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저널을 통하거나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직접 거래하고 있는 기공소의 숙련도에 따라 적합
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단히 임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eplica 방법 (그림 13)으로 흐름성이 좋은 내면 확
인용 고무인기재로 보철물의 내면을 채운 후 제 위치에 위치시켜 setting 이 되게 한 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bite 채득용 고무인기재로 내면을 채워
setting시키면 된다. 이후 필요한 부위를 잘라 인상재의 두께를 확인하면 내면 적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면 확인용 고무인기재가 있지만 GC사의 blue silicone은 기존의 Fit Checker Black과 달리 두께에 따라 색의 농도가 다르므로 색으
로 내면적합도의 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그림 14).
또한 이 방법은 본인의 치아 삭제 상태 특히, 둥근 내면 선각 의 형성 정도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illing tool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의 내면 선
각이면 임의로 내면을 삭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6

그림7

결론
나날히 발전하는 치과 임상에서 CAD/CAM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사용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Intra Oral Scanner의 사용으로 좀
더 편리하게 CAD/CAM 보철물을 임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되겠지만, 임상적으로 성공적인 보철물의 출발점은 우리가 매일매일 환자 구강내에서 행
하는 치아 삭제라는 것을 다사 한번 새기면서 지면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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