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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fracture resistance of the IPS Empress ceramic crown with 1.0㎜

width rounded shoulder, which is usually recommended in all ceramic crown, and 0.5 width chamfer finish lines㎜

on the maxillary first premolar.

30 sound maxillary first premolars were selected and then storaged in 5% NaOCl and saline. 15 teeth were

performed preparation for each group(1.0 rounded shoulder, 0.5 chamfer).㎜ ㎜

After 30 stone dies were made for each group, the IPS Empress ceramic crowns were fabricated and cemented

with resin cement(Bistite resin cement, Tokuyama Soda Co. LTD., Japan) on the natural teeth. The cemented crowns

were mounted on the positioning jig and the universal testing machine(Zwick Z020, Zwick Co., Germany)was used

to measure the fracture strength, with stress loading on the occlusal surface between buccal and lingual cusp.

And also,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stress distribution with two types of

the finish lines(1.0 rounded shoulder, 0.5 chamfer) and two loading conditions(both buccal and lingual cusp㎜ ㎜

inclination, lingual cusp inclination only).

The result of the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fracture resistanc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finish line,

the mean fracture strength of rounded shoulder(842N) showed higher value than that of the chamfer(590N)

(p<0.05). In the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all ceramic crown, metal die and natural teeth model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in stress distribution between finish lines. Generally, when force was loaded on the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and lingual cusp, the stress was concentrated on the loading point and the central

groove of occlusal surface. When force was loaded only on the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the stress was

concentrated on the lingual finish line and load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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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치의학.

분야에서도 환자 개개인의 심미적 욕구가 증대되어

보철치료를 위한 치료계획 수립시 기능회복과 함께

안모와의 조화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치과보철영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재를 이용한

보철수복이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심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수복물 중의 하나인

전부도재관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며 자연치질과

유사한 빛 투과성을 나타낸다 초기에 개발된 전부.

도재관은 심미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절의 위험

성으로 인하여
1)
임상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절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수종.

의 전부도재관들이 강화된 강도의 특징을 강조하면

서 소개되기 시작하여 전부도재관의 사용범위가 전

치부는 물론 구치부까지 확대 되었으며,
2-6)
증가된

강도는 심미적으로 뛰어난 장점을 지닌 전부도재관

의 임상적 사용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부도재관은 도재의 강도를 보강하는 방법에 따

라서 알루미나 입자로 강화시키는 방법
7)

(Hi-

백류석 결정으로 강화시키는 방법ceram),
8,9)

(Optec

결정 마그네슘 산화 알루미나HSP, IPS Empress),

첨정석으로 강화시키는 방법
10)

(In-Ceram, Celay),

유리를 결정화 시키는 방법
11,12)

등으로 분류(Dicor)

할 수 있다.

In-Ceram
10)
과 같은 유리침투도재계(glass infiltration

는 알루미나로 형성된 다공성의 코아ceramic system)

위에 유리를 침투시켜 결정화함으로써 강도를 증가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파절저항이 높아.

전치부 계속가공의치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도증가를 위해 알루미나의 함량이 너무 증,

가되어 투명도와 빛의 투과 산란 및 굴절 등이 자연,

치와 달라서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단점을 나타냈다.

Hi-ceram,
7)
Optec

8)
등과 같은 내화모형계(refractory

는 도재를 내화모형상에서 축성하여 도die system)

재소성을 하기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

고 제작과정이 간편하나 소성후 내화모형재와 도,

재의 표면에 기공이나 미세결함이 형성되어 도재관

파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Dicor
11,12)
와 같은 주조형 유리도재계(castable

는 납형을 매몰하고 소환시킨glass ceramic system)

후 유리를 주조하여 제작하므로 외형부여가 용이하

고 비교적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조된 유리,

관을 열처리하여 유리구조 내부에 결정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수축으로 변연적합“ceramming”

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IPS Empress system
9)
은 변연의 적합도나 심미성

이 돋보이는 전부도재관 시스템중 하나이다 이 시.

스템은 납형을 제작하여 매몰 소환한 후 고온으로, ,

가열된 가압소성로에서 가압 성형되는 왁스 소환법

의 비교적 간편한 술식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재.

주괴의 색조를 각 환자의 치아색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색조의 재현성이 우수하고 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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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 백류석 결정과 유리의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

에 의해 도재의 강도가 증가하므로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의 도재관 제작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도재수복물은 자연치아와 유사한 높은 심미성과

저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도재관의 강도는 주로 도재의 종류 및 도재관의 제

작방법 치아 형성방법과 치아와 도재관의 접착방,

법에 영향을 받는다.
14-20) 특히 치아 형성방법에서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교합면이나 절단연의

삭제량 축면의 삭제량 축면의 경사도 변연 형태, , ,

들이 있다.

변연 형태에 따른 도재관의 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래의 장석계 도재로 제작하는 전부도,

재관에서는 지대치 형성시 명확한 선각을 부여한

를 형성하도록 추천하였다shoulder .
21-26) 그러나 최근

에 소개된 강화된 도재를 사용하여 전부도재관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대치 형성법이 제시되

고 있다 제작사의 지시에 의하면 지대치 형. Dicor

성시 가 이상적이지만rounded shoulder 120 chamfer˚

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7) 와Malament

Grossman
28)은 유리도재계에서 의 나135 chamfer˚

의 변연형태가 추천된다고 하였으rounded shoulder

며 전부도재관의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

된 도재의 파절강도는 와 같이 경사진chamfer finish

을 허용하게 되었다line .
29) 또한 최근 김 등30)도

을 포함한 변연형태에 따른 도재bevel IPS Empress

관의 파절강도를 측정한 결과 의 파절강도가, bevel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전부도재관에서 변

연형태로 추천되지 않았던 변연의 임상 활용bevel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부도재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폭의 과 변연부위에1.0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서 삭제량이 적은 폭의 을 갖0.5 chamfer finish line㎜

는 전부도재관의 파절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악제 소구치에서 도재관을 이용하여1 IPS Empress

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삼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부도재관의 치관부와 변연부에서의 응

력 분포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1.

치아형성1)

전부도재관의 시편을 제작하기 위하여 충치에 이

환 되지 않고 정상적인 외형을 가진 발거된 상악제

소구치 개를 용액에 시간 담구어1 30 5% NaOCl 24

치아에 붙어있는 유기질을 제거한 후 치아 형성전,

까지 생리식염수에 보관하였다 치아 형성을 위하.

여 치아를 아크릴 레진(Ortho- Jet Acrylic Resin,

을 이용하여 치경부 하방 높이로 치Lang, USA) 1㎜

아의 장축에 맞추어 포매를 시행하였다 납형의 제.

작시 몰드 로 사용하기 위해서 치아를 형성하(mold)

기 전에 각각의 치아의 형태를 얻기 위해 실리콘 인

상재 를 이용하여(Exafine, putty type, GC Co., Japan)

음형를 채득하였다 치아의 형성은 교합면에 유도.

구를 형성한 후 사면을 따라 의 두께가 되도록1.5㎜

균일하게 삭제했고 축면경사각은 가 되게 하였, 10°

으며 변연은 각각 폭의 와 폭의0.5 chamfer 1.0㎜ ㎜

로 형성하여 백악 법랑 경계의rounded shoulder - 1㎜

상방에 을 위치하도록 하였다finish line .

도재관의 제작2)

도재관의 제작을 위하여 형성된 치아로부터 실리

콘 인상재(Exafine, putty & injection type, GC Co.,

와 초경석고Japan) (MG crystal rock, Maruishi gypsum

를 이용하여 석고모형을 제작하였다 석Co. Japan) .

고모형에 를 제die spacer(Nice fit, Shofu Inc, Japan)

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바르고 납형을 제작하였다, .

납형이 치아 형성전과 동일한 외형과 두께를 갖도

록 치아 형성전에 인상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음형,

을 이용하여 최종 납형의 외형을 확인하였다 제작.

된 납형의 매몰은 납형 간의 거리는 이상 매몰3 ,㎜

링 과 납형과의 거리는 왁스 주입(paper ring) 10 ,㎜

선의 직경은 길이는 가 되도록 하였고 납3 , 10 ,㎜ ㎜

형의 교합면과 주입선이 이루는 각도는 가 되45°

도록 하였다 매몰재의 혼합 방법은 제조회사의 지.

시대로 매몰재 액과 증류수 그리고 매IPS Empress

몰재 분말의 비율이 이 되도록 정3 : 12 : 200㎖ ㎖ ｇ

확한 양을 계측하여 진공 혼합법으로 초간 혼합60

하고 매몰링 하단부터 매몰재를 채웠다 매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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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경화된 후 매몰링 기저부와 매몰링을 제거

하고 매몰체의 기저부를 다듬었다 매몰체와 세라.

믹 주괴 그리고 를 소환로에 넣고 실온AlOx plunger

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당 씩 온도를 높여5 250℃ ℃

에서 분간 계류시키고 다시 온도를 높여 에30 850℃

서 분간 계류시켰다 열가압 소환로90 . (IPS Empress

에서 착색EP500 press furnace, lvoclar, Liechtenstein)

법을 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까지 예열을700℃

시행한 후 세라믹 주괴 와IPS Empress (O1) AlOx

를 매몰체에 넣고 열가압 소환로 중앙에 위plunger ,

치시킨 후 가열 및 가압 과정을 시행하였다 가압.

과정이 끝난 매몰체를 소환로에서 꺼내 실온까지

식힌 후 의 를 이용, 50 glass bead(Shofu Co., Japan)㎛

하여 펜 블라스터로 매몰재를 제거하였다 도재관.

의 외형을 다듬은 후 회의 착색 과정과 회의 글, 1 2

레이징 과정을 거쳐 도재관을 완성하IPS Empress

였다.

도재관의 합착3)

제작된 도재관은 각각의 형성된 치아에 복합 레

진 시멘트(Bistite resin cement, Tokuyama Soda Co.

를 사용하여 합착하였다 합착에 앞서LTD., Japan) .

도재관의 내면을 IPS Ceramic etching gel(5%

를 이용하여 분간 산부식을 시행hydrofluoric acid) 1

하였고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후 건조하였다 도, .

재 내면은 처리 하고 공기 중에 건조하였으며silane

Fig. 1. Schematic drawing of loading condition at specimen.

치아면은 인산을 이용하여 산부식을 시행하였37%

다 레진 시멘트를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혼합하여.

도재관 내면과 금속모형에 골고루 바르고 압접한

후 여분의 시멘트를 붓으로 제거하였다 일정한 힘.

을 가하기 위하여 의 정하중기를 사용하였으10㎏

며 레진시멘트의 경화를 위해 광중합기, (VIP
TM

,

를 이용하여 초 동안 광중합을 시Bisco Inc, USA) 15

행하였고 접착이 완료된 도재관은 의 증류수에37℃

시간 보관하였다24 .

파절강도 측정4)

준비된 시편은 만능시험기(Zwick Z020, Zwick

를 사용하여 강도를 측정하였다 치아Co, Germany) .

의 장축과 일치하도록 시편을 위치시킨 후 반경이,

인 반원형 봉 형태를 지닌 금속 기구를 이용하5㎜

여 협측과 설측교두의 사이 교합면에 하중이 가해

지도록 하였다 만능시험기의 시험 속도는 분당. 1

로 도재관이 파절될 때까지 하중을 가했다(Fig.㎜

시편의 최대 파절강도는 만능시험기와 연결된1).

컴퓨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5)

측정된 최대파절강도는 SPSS program(SPSS Inc.,

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군Ver. 10.0, USA) .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를 시행student t-test

하였으며 유의수준으로 검정하였다,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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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유한요소법에 의한 응력 분포2.

형상 모델링1)

치아 모델링은 간격으로 촬영된 장의1mm 9 C.T.

사진 을 이용하였으며 촬영에 사용된 자연치(Fig. 2) ,

아모델을 통해 구현하였다 먼저 사진에서 각. C.T.

단면의 동일한 곳에 좌표계 원점 를 설정하여 각각( )

단면의 좌표를 얻었고 각 단면에서 측정된 좌표 값,

을 모눈종이에 옮겨 놓았다 그리고 사진이 일. C.T.

반 치아보다 배 정도 크게 촬영되었으므로 캐드2.3

로 옮겨질 때 각각의 좌표 값을 재계산하였(CAD)

다.

캐드로 옮겨진 데이터 값들을 이용하여 각 단면

의 곡선을 생성하고 그 곡선을 통해 면을 만들어,

Fig. 2. Computerized tomography of natural tooth for CAD modelling(maxillary first premolar).

`

1

치아모델을 형성하였다 삼차원모형의 치아를 모델.

링하기 위해 인CAD tool CATIA V3R7(Dassault

을 사용하였으며 모델링한 파일을System. France) ,

유한요소분석을 할 수 있도록 면과 곡선 등의 정보

를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었다 치아의 형상 모델.

링에는 Pro/Engineer(Parametric Tech. Corp., Ver.

를 사용하였다 유한요소 모델은 먼저2002, USA) .

변연폭과 형태에 따라 폭의 와 폭0.5 chamfer 1.0㎜ ㎜

의 로 두 군으로 나눈 후 각각에 대rounded shoulder ,

하여 제작된 전부도재관이 금속다이와 자연치아에

접착되는 두 가지 모델로 나누었다 또한 디자인된.

모델의 협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 동시에 하중을,

주는 방식과 설측교두사면에만 하중을 주는 방식으

로 각각의 모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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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유한요소 모델링2)

치아의 유한요소 모델링은 형상 모델링을 통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소를 생성하였다 각 재(Fig.3).

료의 표면에 삼각형 절점을 갖는 를 형성한3 mesh

뒤 내부의 정확한 응력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이 단,

면을 연결하여 개의 절점을 가지는 사면체 를4 mesh

생성하였다.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요소를 생성하였으며 관찰점이 위치한,

변연부분은 캐드 모델링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도록

더 세분화된 요소로 나누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

을 주기 위해 법랑질 표면에 생성한 요소는 폭1.0㎜

의 모델과 폭의 모델rounded shoulder 0.5 chamfer㎜

이 같은 개수와 같은 위치에 요소가 존재하도록 형

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성된 의 유한rounded shoulder

요소 모델은 삼각형 절점 요소는 개 사면체3 3772 , 4

절점 요소가 개로 총 요소수는 개 총108352 112124 ,

절점수는 개였다 의 유한요소 모델은21469 . chamfer

삼각형 절점 요소는 개 사면체 절점 요소가3 3736 , 4

개로 총 요소수는 개였으며 모델의 총106271 110007

절점수는 개인 유한요소 모델을 완성하였다21124 .

유한요소 모델링에는 Star-D(FEAsoft Co., Ver.

를 이용하였으며 해석에는2.0, Korea) , Stra-D

Solver(FEAsoft Co., Ver. 2.0, Korea), Nastran (MSC.

을 이용하였다Software Corp., Ver. 2001, USA) .

Fig. 3. Finite element model(FEM) view of maxillary first premolar.

물성치 및 경계조건3) (material properties) (boundary

condition)

설계된 모형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부여되는

물성치들 중 가장 중요한 값인 각 재질별 탄성계수

와 포아송 비(Young's modulus of elasticity: E)

는 선학들의 연구를 참고하였다(Poisson's ratio: )Ʋ
(Table 1).

31-34)

치조골 상부는 정상상태를 가정하여 백악법랑경-

계 하방에 설정하였고 모델링이 끝나는 치조1 ,㎜

골 상부는 모든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고정된 것으

로 경계조건을 지정하였다 또 모든 재료는 균질성.

등방성 선형탄성(homogeneity), (isotropy), (linear

을 가지며 각 재료의 계면은 완전한 결합elasticity)

상태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Material
Modulus of Elasticity

(E , MPa)

Poisson's

Ratio( )Ʋ
Dentin 1.86×10

4
0.31

Porcelain 7.0×10
4

0.28

Resin cement 6.0×10
3

0.36

Ni-Cr 1.8×10
5

0.30

Pulp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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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rawing of loading condition
(A: Loaded at buccal and lingual cusp,
B: Loaded at lingual cusp only).

Fig. 5. The reference points at each margin and occlusal surface.

하중조건4)

하중위치는 협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와 설측 교두의 교합사면에만

하중을 가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하중량은 협 설측. ,

교두의 교합사면에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경우

의 힘이 양쪽 교두에 분배되어 가해지도록 하500N

였으며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만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설측교두에만 이 가해지도록 하였다500N

하중의 방향은 치아장축에 방향의 하(Fig. 4). 30°

중을 주었다 또 실제로 치아에 미치는 힘은 교합. ,

면 전 부위에 골고루 힘이 작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

은 작용을 해주는 분포하중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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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중 값은 교합면의 임의의 면을 택해 그 면

의 면적을 계산한 후 집중하중 값을 선택된 면의 산

출된 면적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산출된 면적은 양.

측교두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1.43㎜2 설측교두,

에만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1.56㎜2 로 의 집500N

Table 2. Mean fracture strength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finish line type

(unit: Newton)

Finish line type
Number of

specimen
Mean S. D.

0.5 chamfer㎜ 15 590 202

1.0 rounded shoulder㎜ 15 842 247

Fig. 6. Fracture strength of IPS Empress crown
with chamfer and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Fig. 7. Fracture aspect of experimental specimens.

중하중이 가해졌을때 협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 힘,

이 가해질 경우는 35N/㎜2 이며 설측교두의 교합사,

면에 힘이 가해질 경우는 32N/㎜2 의 분포하중이 가

해지도록 하였다.

관찰점의 설정5)

변연부위에서 응력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협

측과 설측 그리고 근심과 원심의 변연에 각각 finish

이 시작되는 점과 의 중간지점 그리고line finish line ,

이 끝나는 점으로 개씩의 관찰점을 설정finish line 3

하였다 또한 교합면에서 응력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합면의 근원심 변연융선과 중심구의 중,

앙부위에 관찰점을 설정하였다 관찰점 은 협측. 1-3

에 관찰점 은 설측 에 그리고finish line , 4-6 finish line ,

관찰점 는 각각 근심과 원심 에7-9, 10-12 finish line

설정하였다 교합면에서 관찰점 는 근원심 변. 13, 15

연융선에 관찰점 는 중심구의 중앙부위에 설정, 14

하였다 관찰점 설정 후 변연형태에 따른 각(Fig. 5).

모델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연구성적

파절강도1.

도재관의 평균 파절강도는 폭IPS Empress 0.5㎜

의 을 갖는 경우 폭의chamfer finish line 590N, 1.0㎜

을 갖는 경우는 으로rounded shoulder finish line 842N

나타났다 결과(Table 2, Fig. 6). Student t-test , finish

의 종류에 따른 파절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line

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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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양상2.

도재관의 파절 양상은 일반적으로IPS Empress

하중이 가해진 교합면에서 도재관의 중심구를 따라

근 원심쪽 인접면으로 연장되어 전부도재관의 설,

측교두가 파절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드물게 치

아의 파절을 동반한 도재관의 파절이 관찰되었다

(Fig. 7).

삼차원 유한 요소법에 의한 응력분포3.

의 종류에 따른 차이1) finish line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하면von Mises stress

에 따른 모델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finish line

않았다 또한 관찰점에서의 응력값도(Table 3). 1.0㎜

폭의 와 폭의 간에 큰rounded shoulder 0.5 chamfer㎜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하중 작용점에 따른 차이2)

가 협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 하중을 작용했을. ,

때의 응력분포

에서 최대값은 종류von Mises stress finish line (0.5

폭의 나 하부구chamfer, 1.0 rounded shoulder)㎜ ㎜

조 금속다이와 자연치아 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

않았다 등고선을 통한 치관내의 응력분포(table 3).

를 보면 중심구부분에서 응력이 다른 부분보다 큰,

값을 나타냈다 변연부위의 관찰(Fig. 10,12,14, 16).

점에서 응력은 의 값으로 나타났고 최0.4 5.8 ,～ ㎫

Table 3.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von Mises stress according to loading point.
(loaded 500N, Unit: )㎫

Loading

Point
Stress

Metal die Natural tooth

Chamfer

(0.5 )㎜

Rounded shoulder

(1.0 )㎜

Chamfer

(0.5 )㎜

Rounded shoulder

(1.0 )㎜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von Mises

Stress

Max 25.30 24.70 24.20 23.30

Min 0.28 0.32 0.80 0.75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von Mises

Stress

Max 111.61 109.41 116.29 114.01

Min 0.06 0.05 0.04 0.03

대응력은 정도의 값으로 나타났다 관찰점의24 .㎫

응력은 전체 치관 내에 분포하는 최대 응력값에 비

하여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합1/4 1/60 .～

면에서는 특히 중심구의 관찰점에서는 11.88～

로 치관내 최대 응력인 과 비교20.64 23.3 25.3㎫ ～ ㎫

할 때 높은 응력집중을 나타내었다, .

나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만 하중을 작용했을.

때의 응력분포

를 보면 최대값은 과 하von Mises stress finish line

부구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응력분.

포는 중심구와 설측변연의 관찰점에서 응력집중이

나타났다 변연부위의 관찰점간의 응력을 비교하면.

다른 부위에 비하여 관찰점 에서 즉 설측변연4,5,6 ,

에서 응력집중을 나타냈고 교합면에서는 관찰점,

에서 즉 중심구의 중앙부위에서 응력집중이 나14 ,

타났다(Fig. 11,13,15,17).

금속다이모델과 자연치아모델에 따른 차이3)

금속다이와 자연치아모델의 응력분포를 비교해

보면 자연치아모델에서 중심구에 응력집중이 더 크

며 최대응력에 가까운 응력집중을 나타냈다 단면, .

의 응력분포에서 등고선을 보면 금속다이 모델은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응력이 분포하는데 비해

자연치아모델은 중심구에서도 응력집중이 나타났

다 변연부위의 관찰점 응력을 비교하면 금속모델.

이 관찰점 에서 정도 더 큰 값을 나타내1 6 0.5 1～ ～

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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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on Mises stress of reference point according to loading point. ( Unit: )㎫
Loading

point
Reference Point

Metal die with

chamfer

Metal die with

rounded shoulder

Natural tooth with

chamfer

Natural tooth with

rounded shoulder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1 3.45 4.06 4.25 4.09

2 4.19 5.37 3.51 3.89

3 3.94 5.82 3.27 3.34

4 2.87 3.50 3.83 3.79

5 3.31 4.51 2.64 2.86

6 3.61 4.99 2.21 2.80

7 1.14 1.28 2.43 2.24

8 1.65 1.94 2.45 2.96

9 2.35 2.82 2.36 2.50

10 0.53 0.62 0.92 0.86

11 0.89 1.20 1.51 1.96

12 2.34 3.00 1.59 1.83

13 6.29 6.16 9.74 8.66

14 12.78 11.88 20.64 18.54

15 5.97 5.61 8.24 8.02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1 6.05 7.01 11.73 10.53

2 5.87 9.95 7.57 9.37

3 3.83 6.03 5.30 6.30

4 17.73 21.44 28.69 26.24

5 18.17 27.15 16.71 19.38

6 17.29 21.40 12.75 16.61

7 3.73 4.14 12.75 11.99

8 5.52 7.38 9.64 12.65

9 6.34 8.59 8.38 8.79

10 3.79 4.73 12.02 10.34

11 5.36 9.64 9.22 10.66

12 7.00 9.89 6.04 7.40

13 13.99 13.24 16.32 16.16

14 27.31 25.39 39.72 35.17

15 11.86 11.19 15.8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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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on Mises stress of each reference points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Fig. 10. Metal die ; 1.0mm rounded shoulder finish line.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Fig. 9. von Mises stress of each reference points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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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tal die ; 1.0mm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Fig. 12. Metal die ; 0.5mm chamf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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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atural teeth ; 1.0mm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Fig. 15. Natural teeth ; 1.0mm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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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Natural teeth ; 0.5mm chamf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buccal,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Fig. 17. Natural teeth ; 0.5mm chamfer finish line. Loaded at occlusal inclination of lingual cusp with
distribution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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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임상적으로 도재관의 파절강도는 삭제된 치아의

외형 삭제량 도재관의 재료 치아와 수복물간의, , ,

접착방법 및 도재관에 전달되는 힘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35-37) 삭제된 치아의 외형은 도재관에

가해진 힘의 분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복물의,

수명과도 연관이 있다.

전부도재관의 제작을 위한 치아 삭제시 교합면

두께와 축면 경사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

지만 그에 따라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지면 치수에

대한 위해성이 커지고 유지력이 저하된다.
38) 따라

서 성공적인 도재관 제작을 위해서 해당 치아의 대

합치와의 최대 교합력 사용될 도재의 강도 치수의, ,

크기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치아형성이 중요하다.

전부도재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치아형성방

법은 각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축

면 경사도는 에서 변연 형태는 나6 8 , shoulder˚ ˚

가 추천된다rounded shoulder .
9,12,39,40) 등Doyle

16)은

도재관을 이용한 파절강도 측정실험에서 치Dicor

수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법랑질과 상아질

의 두께를 충분히 고려한 치아 삭제방법은 의10°

축면 경사각을 갖고 변연형태를 로 형성하shoulder

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에서는 의 교합면 삭제IPS Empress system 2.0㎜

와 의 변연 삭제를 추천하고1.0 rounded shoulder㎜

있다.
41)

전부도재관에서 가장 적합이 좋은 부위는 치경부

이기 때문에,
42-44) 저작시 수복물의 지지에 많은 부,

분을 부위에서 감당하며 따라서finish line , finish

부위의 형태가 전부도재관의 강도에 영향을 미line

칠 수 있다 형태가 전부도재관의 강도에. finish line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Pettrow
21)는

광탄성분석을 이용하여 지대치의 형태가 전부도재

관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전부도재,

관을 위한 치아 형성시 교합력에 대한 쐐기효과를

막기 위해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houlder .

과Sjögren Bergman
45)은 도재관의 변연형Cerestore

태와 압축강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교합력

작용시 지대치 이 인 경우finish line rounded shoulder

가 인 경우에 비하여 압축강도가 세 배 정도chamfer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Pettrow
21)나 과Sjögren

Bergman
45)의 연구는 전부도재관을 지대치에 접착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하여 기계적인 측

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임상,

에서 전부도재관을 지대치에 접착하는 경우와는 역

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등Friedlander
6)은 도재관을 제작하여 금Dicor

속다이에 인산아연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가 가장 파절강도shoulder

가 크고 의 순으로 파절강rounded shoulder, chamfer

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전부도재. ,

관에서는 교합력에 저항하기 위해 지대치 축벽과

수직인 가 요구되었으나 강화된 도재와 레shoulder ,

진시멘트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변연형성이 요구되

고 있다 등. Bernal
46)은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Dicor

에 대한 합착제와 형태의 영향에 대한 연finish line

구에서 레진 합착제와 가 사용되bonding procedure

는 경우에 변연의 형태는 파절강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레진 합착제의 사용과 관련.

된 치아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복물의 내면

을 에칭 처리하는 술식은 경사진 이 강도finish line

를 저해하는 작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

등30)도 전부도재관에서 변연형태에 따IPS Empress

른 파절강도의 연구에서 와 에rounded shoulder bevel

서 높은 파절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일반적으,

로 전부도재관에서 변연형태로 추천되지 않았던

변연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bevel .

급속히 발전된 도재 제작기술과 함께 세라믹에

쓰이는 산부식제의 발달에 따른 도재 표면처리의

개선 더 효과적인 의 개발 법랑질과 상아질, silane ,

접착 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치질 접착의 개선 레진,

시멘트의 발달로 인한 도재와 치아의 일체화로 도

재의 파절 저항성이 유의하게 개선됨을 여러 선학

들이 보고 하였다.
19,47-50) 따라서 기존에 유지를 위

해 지켜져야 하는 통상적 지대치 삭제량을 감소시

킬 수 있게 되며47) 전부도재관의 경우에는 주조 수

복물과 다른 생역학적인 현상을 보이므로 치아형성

을 위한 원칙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부도재관의 성공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기준은

기능시에 그 하중에 의해 파절되지 않는 충분한 파

절강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평균 저작력은 구치부에서 40N
51)이며 평균 최대교,

합력은 중절치 부위에서 172N
52) 구치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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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N
53)으로 나타났다 보통 전부도재관이 제한없이.

사용되려면 정도의 하중에 견딜 수 있으면 된200N

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본 연구의 대상인 상악,

제 소구치의 경우에서는 평균1 chamfer(590N),

의 파절 하중을 나타내었다rounded shoulder(842N) .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폭의 에1.0 rounded shoulder㎜

비하여 폭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5 chamfer㎜

를 나타냈으나 임상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치수에 대한 위해성과 유지력을 고려하여.

치질 삭제가 적고 충분한 유지를 얻을 수 있는 치아

형성법을 택한다면 치아와 보철물의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악제 소구, 1

치의 치아형성에 있어 삭제량이 많은 rounded

의 변연 보다는 삭제량이 적은shoulder type chamfer

type의 변연이 선택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부도재관의 강도를 측정 비교하는 실험에서,

생체외 파절강도 연구는 자연치가 이방성

이고 크기 모양 법랑질의 질과 두께 나(anisotropy) , , ,

이와 같은 많은 변수를 가지므로 모형을 표준화하

기 어려우며,
63) 대신 사용되는 금속이나 레진의 경

우에는 탄성계수에서 자연치와 많은 차이가 있고

접착계면의 결합정도도 실제와 다르므로 오차가 증

가할 수 있다 또한 임상적인 상황과 실제로 다른점.

은 생체 외 파절강도에서 사용되는 정적 시험(static

으로서는 피로 스트레스 하에testing) (fatiguing stress)

서의 장기적 물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하중 저항 능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실험.

설계에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면 실험에 사용된 전

부도재관내의 전반적인 응력분포를 비교할 수 있

고 따라서 상대적인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

다 유한요소법은 구강내와 같이 여러 종류의 물질.

이 한 개체를 이루는 복합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하

고 그 모델과 디자인을 쉽게 바꾸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하중으로 인해 야

기되는 치아 내 외부의 응력량과 분포를 정량적으,

로 연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주어진 상황에서의

파절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

금속도재관이나 전부도재관에 있어서도 유한요

소분석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 형태와 하중 조

건에 따른 응력분포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

된 바 있으며 다양한 치의학 분야에서 유한요소법

이 활용되고 있다.
55-62)

본 연구의 삼차원 유한요소 모형의 설계에서 자

연치아모델에 치수를 포함시켰으나 치수는 응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치수의 탄성계수,

가 매우 작음으로 인해 상아질 내 응력분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와Hojjatie Anusavice
62)가

보고한 바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중작용점.

와 하부구조에 따른 변연 부위의 응력은 치관의 다

른 부위의 차이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의 설계에서 모델링이 끝.

나는 치조골 상부는 모든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고

정된 것으로 경계조건을 지정하였다 치근부의 상.

아질은 치아지지조직에 의해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

해 치근부 상아질은 사실상 응력변위가 거의 없다

고 가정하였고 치조골의 높이와 같은 지지조직의,

변화는 본 실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치.

조골의 높이일 경우만을 가정하여 하중이 가해졌을

때 교합면과 변연부위의 응력분포를 연구하였다.

협측과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 하중을 가했을 때에

는 변연의 형태나 하부구조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만 하중을 가.

했을 경우는 설측변연과 교합면 중앙에서 높은 응

력집중을 나타냈다 설측변연에 높은 응력값을 나.

타내는 것은 치근부 상아질이 고정된 것으로 가정

하였기 때문에 편위된 하중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에도 변연의 형태에 따른 응,

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삼차원유한요소모델을 디자인할 때,

자연치아와 금속다이의 두 모델로 나누어 하중의

분포양상을 관찰하였다 대부분 도재관을 이용한.

파절강도의 실험실 연구들은 지대치의 표준화의 어

려움으로 인해 자연치아보다는 금속다이를 이용하

므로 자연치아와 금속다이의 두 모델을 비교하였

다 변연부위의 응력은 하부구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교합면의 중심구부위에의 응력은,

자연치아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연 치아에 전부도재관을 장착하여

파절강도를 알아본 결과 rounded shoulder finish

은 에 비하여 높line(842N) chamfer finish line(590N)

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삼차원 유한요소법에 의.

한 응력분포는 두 종류의 간에 유의한 차finish line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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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악 소구치 치관부의 독특한 형태와 함께 치질

의 미세 구조의 배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즉 상악 소구치는 다른 치아에 비하여 양 교두.

내측이 이루는 각도가 도에 가까운 예각으로 교90 ,

합면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양 교두 사이의 중심구,

에 응력이 집중되어 치아를 협설측으로 분리시키,

는 힘이 발생하여 파절이 일어난다 이때 자연 치아.

는 미세 구조의 특성에 의해 파절에 저항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로 외부를 감싸고 있는 비교적

파절저항이 높은 전부도재관이 파절에 저항함으로

해서 변연 형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상에서 삭제량을 줄인 전부도재관의 예후에 대

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본 실험에서는 자연치를

이용하여 치아형성을 시행한 후 파절강도를 측정하

였으나 지대치 형태의 표준화된 형성 방법과 구강,

내 환경과 비슷한 하중 및 피로조건의 부여 등이 고

려되고 변연의 두께를 달리하여 제작된,

도재관의 심미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IPS-Empress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들이 함께.

병행된다면 치아의 삭제량을 줄이면서도 적절한 강

도와 심미성을 갖는 도재관의 제작이IPS Empress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부도재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폭의 에 대한1.0 rounded shoulder finish line 0.5㎜ ㎜

폭의 의 파절 저항성을 알아보기chamfer finish line

위하여 도재관을 제작하고 파절강도를IPS Empress

측정하였다 상악제 소구치에서 폭의. 1 0.5 chamfer㎜

변연과 폭의 변연을 갖도록1.0 rounded shoulder㎜

치아를 형성하였고 각각의 치아의 인상을 채득하,

여 도재관을 제작하고 레진 시멘트를IPS Empress

이용하여 합착한 후 만능시험기 상에서 도재관의,

교합면에 하중을 가해 파절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삼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의finish line

종류와 교합력 작용에 따른 변연부위와 교합면의

응력분포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에 따른 전부도재관의 파절강도 실험에1. Finish line

서 의 평균파절하중 은rounded shoulder (842N)

의 평균파절하중 보다 높게 나타났chamfer (590N)

다.(p<0.05).

삼차원유한요소법에 의한 전부도재관의 응력분2.

포는 금속다이와 자연치아 모델 모두에서 finish

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line .

교합면의 협설측 교합사면에 하중을 가했을 때3. ,

에는 일반적으로 하중 작용점과 교합면의 중심

구에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설측교두의 교합사면에만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4.

는 하중작용점과 함께 설측 변연에 응력이 집중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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