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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onia, the ‘Super rookie’ of digital
dentistryor just a wannabe?
C A S
C
A
S
E
PRE SEN T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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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물이 기공실에서 잘 만들어져 나왔더라도 정확한 bonding system을 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보철물을 치아와 bonding하
는 경우 항상 치아면, 시멘트층, 수복물의 3가지 표면을 고려해야 하며 좋은 bonding을 하기 위해서는 이 3면에서 항상 clean surface, mechanical
interlocking, chemical reaction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우선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bonding하는 경우 치아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선 pumice를 이용해 깨끗한 치아면을 얻을 수 있다. 치아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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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보철물의 표면도 깨끗해야 좋은 bonding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sandblasting이나 alcohol scrubbing,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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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해 깨끗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표면을 얻을 수 있다. 한가지 주의사항을 첨가하자면 phosphoric acid를 이용해 깨끗한
표면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에서 phosphoric acid를 사용하는 경우 chemical reaction에서 오히려 접착을 방해하는 작용을

고대안암병원 치과 교수

하기 때문이다.

류재준

다음으로 좋은 bonding을 하기 위해서는 mechanical interlocking이 필요하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에서 mechanical interlocking을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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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3가지가 있다. sandblasting를 이용한 방법과 bur roughening을 이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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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가 1960년대 Branemark에 의해 개발된 이후 치과계에 널리 쓰이기까지 40여년 가까이 걸렸지만 현재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들까지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치과재료가 되었다.
이처럼 임플란트의 등장이후 Bridge나 RPD외의 대안이 없던 단일 혹은 다수 치아 상실부위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조골의 상실이나 구강암등으로 일
반적인 Full denture의 사용이 어려웠던 환자들도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이나 임플란트 overdenture를 이용해 수복이 가능하게 되어 혜택을 입게 되었
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플란트 상부보철뿐만 아니라 자연치 수복에 있어서는 gold crown과 PFM이 주를 이루는 형편이며, 이마저도 금값의 상승으로
gold crown의 사용이 줄게되면서 PFM 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지르코니아는 2011년만 해도 전체 고정성 보철물의 10%
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 55%까지 급성장하며 기존의 PFM을 훌륭히 대체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도 보철에 있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지르코니아의
사용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이유로는 Margin과 내면 적합도가 충분한지, Veneering porcelain의 crack이나 chipping이 잘 발생하지는 않을지, 보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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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etention이 떨어지지 않을지, framework가 견고한지, 대합치 마모가 심하지 않은지 또한 PFM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공비용과 CAD/CAM
보철에 대한 적합성의 의심, 그리고 기존 CAD/CAM 보철물 색조의 단조로움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CAD/CAM 보철물의 적합도는 기존 casting을 이용한 보철물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며 임상적으로 허용되는 100μm의 2/3 이하의 우
수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porcelain veneering 뿐만 아니라 all zirconia 자체의 투과도와 색조 또한 개선되어 구치부에선 porcelain veneering
없이도 사용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porcelain chipping이라는 기존 PFM 보철물의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porcelain없
는 all zirconia 보철물인 경우 대합치의 마모도는 feldspathic porcelain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밝혀 졌다.
무엇보다도 임플란트의 보철특성상 표준화된 abutment를 사용하기 때문에 CAD/CAM을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적용하기엔 이상적인 조건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자연치 수복에 있어서도 All ceramic을 이용해 치료한 경우보다 더 높은 PFM 보철물과 비슷한 5-yr survival rate가 보
고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환자에게 일으킨다고 알려진 allergy, sensitivity, toxicity 반응이 보고된 바가 없으며 In vitro & In vivo 연구 모두에서
multi-unit prostheses를 사용해도 충분할 만한 강도가 보고되었다( flexural strength:800-1,000 Mpa, fracture toughness : 6-8 MPam1/2)
그리고 제품이 발전해 감에 따라 심미적인 결과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점이 많은 지르코니아 보철물일지라도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들어갈 충분한 공간과 CAD/CAM으로 milling할 수 있을 prep형태를 가져야
한다. perp된 치아인 경우 각이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드럽게 각 면이 이행되어야만 적합도가 좋은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 수 있
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추천되는 치아 삭제 정도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좋은 bonding을 얻기 위한 사항은 chemical reaction이다. 지르코니아에서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 보
철물면에 zirconia primer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zirconia primer에는 10-MDP monomer가 함유되어 있어 지르코니아에서 chemical
reaction이 일어나게 된다. zirconia primer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10-MDP가 함유된 resin cement를 사용해 chemical reaction을 얻어야 한
다.
이번에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교합조정, polishing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르코니아에 porcelain veneer가 되어있어 교합조정, polishing하는
부분이 porcelain인 경우 기존 porcelain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full zirconia 보철물인 경우나 교합조정, polishing하는 부분이
지르코니아인 경우에는 항상 100% diamond particle을 가진 bur를 충분한 주수하에서 교합조정 및 polishing 시행하여야 지르코니아에 microcrack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이용해 자연치를 수복했는데 이차우식 및 치수 생활력 상실등에 의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과의사에게는 기존의 2가지 선택법이 있으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수복물을 제거 후 새로운 보철
물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환자가 새로운 기공물제작을 꺼려하거나 기공비 부담등에 의해 환자가 추가 비용 지불해야하는 경우 환자가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opening hole을 만들어 신경치료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hole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수복물에 crack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Microcrack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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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SHOWCASE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지르코니아 수복물에서 endo access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주의사항 및 endo access시 micro-crack방지법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접착

대해 알아보겠다.

지셈링크 에이스

1. 근관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보철물 수복전 근관치료를 반드시 완료하는 것이 좋다.
2. 임시치아나 영구 수복물을 위치시키기 전, glutaraldehyde-HEMA로 치아를 처치해 감염을 방지하고 술후 민감성을 줄이는 것

G-CEM LinkAce

이 좋다.

지셈링크 에이스는 전처리가 필요없는 원스텝 오토믹스 타입으로 다양한 증례에 사용 가능한

3. Prep시 교합면(절단면)을 1.5mm이상 삭제해 endo access가 추후 필요할 때 crack에 대해 좀 더 저항할수 있게 한다.

강력하고 편리한 레진 시멘트 입니다.

4. 치료전 미리 환자에게 access hole형성시 수복물이 깨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신경치료의 실패가능성에 대해 알린다.
5. Hole 형성 시 물 분사를 많이 하여 냉각과 윤활작용을 증가시키고 bur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
6. Diamond bur가 carbide bur보다 더 안전하므로 diamond bur를 사용해 access hole을 형성한다.
7. Bur를 재사용하는 경우 crack의 위험이 높아져 항상 새 bu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Bur에 light pressure를 가해 access hole을 형성한다. 이 경우 삭제속도가 늦어지므로 모든 면이 삭제날인 bu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9. Concentricity가 높은 electronic handpieces를 사용하는 것이 air-driven handpieces를 사용하는 것보다 crack형성의 가
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endo access를 형성하고 난 후에는 항상 수복물의 crack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crack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transillumination 장치
나 lighted air-driven handpiece로 hole을 향해 빛을 비추어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rack은 어두운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crack이 발견된 경
우 환자에게 설명 후 영구수복물 교체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 신경치료가 완료된 후 post여부는 잔존치질에 대한 술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opening hole을 막을 때에는 resin-based composite을 사용해 심미성과 함께 지속적인 강도를 제공해야 한다.

포장 : Syringe4.6g(2.7ml)X2
Automix Tip RegularX15
Automix Tip for EndoX5
색조 : A2, AO3, BO1, Translu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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