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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임 란트 지 주의 기계 강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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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임 란트 보철 수복에서 심미 요구도가 증진되면서 최근에는 고강도, 고인성을 지니면서 생체 합성

우수하고 치아의 색과 조화로운 지르코니아 지 주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몇몇 임상보고를 통해 지르코니

아 지 주의 우수한 주 조직 반응과 단기간의 성공 인 결과가 보고 되었으나, 장기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

계 강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경, 각도, 연결방식이 상이한 임 란트 고정체

- 지르코니아 지 주의 단순 강도와 반복하 에 의한 피로한계 측정을 통해 지르코니아 지 주의 기계 안

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ISO규정에 따라 지르코니아 지 주-고정체를 변연골이 3mm 흡수된 조건에서 30°경사하 으로

압축굽힘강도를 측정하고, 그 값의 80%를 최 하 으로 10%를 최소하 으로 하여 10Hz의 sine형 반복하 을

5×106 주기를 과하는 조건의 내구성한계를 측정하 다. 지르코니아 지 주로는 regular diameter를 가지면서

external butt joint의 straight 지 주와 17° angled 지 주, 그리고 narrow diameter 이면서 external butt joint의 straight

지 주와 internal conical joint의 straight 지 주를 사용하 다. 압축굽힘강도 값을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검증하 으며, 피로 면을 자주사 미경을 통해 찰했다.

결과: 압축굽힘강도는 최소 927N 이상으로, 직경의 차이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P〈.05), 내구성 한계

는 503N에서 868N까지의 번 를 보 다.

결론: 지르코니아 지 주는 구강내 기능하 을 견딜수 있는 한 기계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주요어: 기계 강도, 압축굽힘강도, 지르코니아 지 주, 피로한계

(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009:25(4):349~360)

서 론

재 부 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 골유착

성 임 란트를 이용한 구강 기능 회복은 장기간

성공 인 후를 보이며 보편 인 보철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1,2)
치아 우식의 이환율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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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있어 치아가 상실된 경우 치질 삭제를 기

피하여 일반 인 고정성 보철보다 임 란트를

이용한 수복이 더욱 범 하게 사용되고 있

다.
3,4)
성공 인 임 란트 보철 수복을 해서는

기능 인 요구 뿐 아니라, 생물학 이며 심미

인 요구를 만족 시켜야 한다. 심미 인 성공은



신성애․김창섭․조 욱․정창모․ 찬․윤지훈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5권 4호, 2009350

임 란트 주 치은 막의 상태와 보철수복물

의 재료 그 형태에 크게 향을 받는다. 기존

의 임 란트 지 주는 티타늄 는 합 으로

되어 있어 비록 최종 수복물로 부 도재 을 이

용한다 하더라도, 연조직의 두께가 얇거나 열구

가 얕은 경우에 수복물 경부 치은부 에 회색 음

을 남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

장기간 기능 하에 치은 퇴축이 발생하면 치은연

에서 속이 노출되어 심미 요구도가 높은

치부 등에서는 치명 인 결함을 야기할 수 있

다.
5-8)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치아 색상

에 근 하고 생체 합성이 우수한 알루미나를

고 집 시켜 소결한 도재 지 주가 개발되어 사

용되었다. 스웨덴 Nobel Biocare사의 CeraOne
®

지 주에 사용된 ceramic cap을 시작으로 1991년

에는 알루미나를 이용한 최 의 도재 지 주인

CerAdpt
®
지 주와 2000년에 Friadent사의 Cera

Base® 지 주 등이 개발되어 단일치아 뿐 아니라

다수치 수복에서도 제한 으로 성공 인 임상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 다.
8,9)
그러나, 알루미나

세라믹이 가지는 취성이라는 물성으로 인해 임

란트 고정체에 연결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기공과정과 기능 에 지 주 등에

의한 실패가 보고되면서 임상 사용에 제한

으로 지 되었다.
4,9,10,11)

최근에는 이러한 알루미나 세라믹의 물리

단 을 극복하고자 고강도와 고인성을 지니면서

치아의 색과 조화를 이루며 생체 합성이 우수

한 지르코니아 지 주가 안으로 사용되고 있

다.12-16)

지르코니아 지 주는 1997년 스 스 Wohlwena

Innovative사의 Zirabut
®
을 시작으로 2002년

Ankylos의 Cercon Balance Post
TM
, 2003년 3i 사의

ZiReal Post
®
, Nobel Biocare 의 Esthetic Zirconia

Abutment
®
, Astra Tech의 Astra Ceramic Abutment

®

등이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도 2002년 Acucera사

의 ZirAce
®
에 이어 Osstem사의 ZioCera

®
등이 소

개되었다. 한 Nobel Biocare사의 Procera나 DCS

Dental사의 DCS system처럼 computer-aided

design/computer-aided manufacturing system을 이용

한 개별 인 제작도 이루어지고 있다.
4,8,11,17-19)

임상 으로 장기 인 임 란트 수복의 성공

안정성에는 임 란트 시스템의 기계 강도가

주요한 요인이다.
20-24)

기계 인 강도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재료 특성이나 시스템의 직경

과 디자인, 보철물의 합도, 악습 유무 등이

있다.
20,21,23-26)

임 란트 시스템의 기계 인 문제

들은 피로 는 과부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

나, 주로 은 피로에 의해 일어나며,
20,22,25)

특

히 고정체와 지 주의 연결부 디자인이 임상

인 실패에서 피로와 상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0-22,25)

임 란트 시스템의 기계 인 강도

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일하 하에서 재료의

소성 변형 강도를 측정하는 압축굽힘강

도시험
27-29,30)

과 반복하 하에서 재료를 시

켜 피로강도를 측정하는 내구성한계시험
27,28,31)

이

있다. 부분의 연구에서처럼 단일하 에 의한

압축굽힘강도나, 단기 인 반복하 후의 결과만

을 평가하여 임 란트 시스템의 장기 인 안정

성을 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택한

임 란트 시스템의 단기간 는 장기간 기능

에 일어날 수 있는 기계 실패의 가능성을 측

하기 해서는 압축굽힘강도는 물론 내구성한계

의 측정을 통한 기계 강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단일치아 임 란트의 지르코니아 지 주를 이

용한 보철 수복의 경우, 압축굽힘강도가 치부

최 교합력 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고,
18,19,32-35)

치와 소구치부의 단일치아 지르코니아 지 주

수복이 우수한 주 경조직 연조직 반응을 보

이며 지 주의 없이 단기간 성공 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36)
그러나 지속 인 과하 이

가해질 경우 장기간의 성공 인 안정성을 보장

하는 기계 강도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특히 심미 인 요구도가 높은 부 의 보철

수복시 임 란트 식립 각도로 인해 지 주의

치 수정이 요하는 경우에 용되는 angled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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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니아 지 주나 상악 측 치나 하악 치에

용되는 직경이 작은 지르코니아 지 주, 는 연

결방식이 상이한 지르코니아 지 주의 기계

한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치아 임 란트 조건

하에서 직경, 지 주의 각도, 연결방식이 상이한

지르코니아 지 주- 고정체 시스템의 단순

강도와 반복하 에 의한 피로한계 측정을 통해

지르코니아 지 주의 기계 안정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 다.

연구재료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오스템 임 란트(Osstem Co.

Ltd., Korea)의 고정체와 지 주를 사용하여 아래

의 실험군으로 나 어 시행하 다(Fig. 1, Table I).

1) ERS 군 : regular diameter의 직경 4.1mm, 길이

13mm 의 US II 고정체에 straight ZioCera 지

주를 연결하 다.

2) ERA 군 : regular diameter의 직경 4.1mm, 길이

가 13mm 의 US II 고정체에 17° Angled

ZioCera 지 주를 연결하 다.

3) EMS 군 : narrow diameter의 직경 3.5mm, 길이

가 13mm 의 US II 고정체에 straight mini

ZioCera 지 주를 연결하 다.

Group Implant/abutment interface Implant Zirconia abutment
Titanium

abutment screw

ERS External butt joint US II (BFR413) ZAR537 ASR200

ERA External butt joint US II (BFR413) ZAAR5173 ASR200

EMS External butt joint US II (BFM213) ZAM537 ASM200

IMS Internal conical joint GS II (GS2M35130) GSZAM4535N GSASM

Table I. Features of implant abutment systems used in this study.

(a) (b) (c) (d)

Fig. 1. Schematic diagram of sections of 4

abutment-implant assemblies.

(a) ERS group, (b) ERA group,

(c) EMS group, (d) IMS group.

4) IMS 군 : narrow diameter의 직경 3.5mm, 길이

가 13mm 의 GS II 고정체에 straight mini

ZioCera 지 주를 연결하 다.

2. 연구방법

1) 압축굽힘강도 측정

임 란트 고정체를 지그에 고정시키고 0.5%의

오차를 갖는 디지털 토크 게이지(MGT12E,

MARK-10 Corp., USA)를 이용하여 각 지 주 나

사를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 조임 회 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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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for compressive

strength test.

체결하 다.

만능시험기(Instron model 8516, Instron Corp.,

USA)에 임 란트 고정체-지 주 시편을 치과용

임 란트 실험에 한 ISO/FDIS 14801;2003(E)

규정을 참고하여 매식 조건을 변연골이 3mm 흡

수된 조건으로 고정시켰다.
37)

내부 형태가 각 지 주 형태에 맞게 선반 가공

된, 상단이 반구 형태를 갖는 동일한 높이의 원

통형 스테인리스 스틸 속 을 임 란트용

methyl methacrylate 진계 임시 착제(Premier

Implant Cement, Premier Dental Product Co., USA)

로 합착하여 고정체 고정 에서 보철물 반구의

심 까지 거리가 총 11mm가 되도록 하 다

(Fig. 2).

보철물 반구에 30˚ 경사하 을 1.0mm/min의

속도로 가하여 시편이 실패할 때까지의 최 하

인 압축굽힘강도를 측정하 고, 실험군의 하

-변 곡선을 찰하 다. 시편은 4개의 실험

군 별로 5개씩, 총 20조의 고정체와 지 주 지

주 나사를 사용하 다. 실험군 간의 압축굽힘

강도의 유의차를 일원배치 분산분석법 (One-way

ANOVA)과 Tukey test를 이용하여 통계학 으로

검정하 다.

2) 내구성한계 측정

피로 실험을 해 공압식 피로시험기

(Fatigue tester, Osstem Co. Ltd., Korea)에 압축굽

힘강도실험과 동일하게 시편을 치시킨 다음,

측정된 압축굽힘강도 평균값의 80%를 최 하

으로, 이 값의 10%를 최소하 으로 하여 온도

22°C, 습도 38%의 항온 항습실에서 sine형 반복

하 을 10Hz로 용하 다. 이때 시편의 구변

형이나 피로 이 일어나면 이 하 에서 약

10-20%정도씩 하 의 크기를 감소시켜 다시 반

복하 을 가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어도 3개의 시편에서 약 5년간의 평균 작회

수에 해당하는 5×10
6
주기

31)
를 과하여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하 의 크기, 즉 내구성 한계를

결정하 다. 실패가 일어난 시편들은 회수하여

실패양상을 찰하 으며, 세로좌표 상에 용

된 최 하 과 가로좌표 상에 실패할 때까지 주

기 수의 로그를 좌표 으로 하여 하 주기곡선

을 그렸다.

3) 주사 자 미경 찰

내구성한계실험 후 실패가 일어난 시편들의

부 를 주사 자 미경 (HITACHI S-2400,

Hitachi Co. Ltd., Japan)으로 찰하 다.

연구성

1. 압축굽힘강도

각 고정체-지 주 실험군들의 압축굽힘강도

결과를 Table II와 Fig. 3에 나타내었다. 평균 압

축굽힘강도는 ERA 군에서 2293.2N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ERS 군은 2094.6N, IMS 군은

1080.6N, 그리고 EMS 군은 927.0N으로 낮아졌

다. regular diameter를 가지면서 external butt joint



지르코니아 임 란트 지 주의 기계 강도에 한 연구

한치과턱 기능교합학회지 25권 4호, 2009 353

Fig. 3. Comparison of mean compressive

bending strengths.

(a) ERS group (b) ERA group

(c) EMS group (d) IMS group

Fig. 4. Load-cycle diagrams for tests run until 5×106cycles

Group Mean SD

ERS 2094.6 201.3 A

ERA 2293.2 101.0 A

EMS 927.0 123.0 B

IMS 1080.6 47.3 B

Group with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5).

Table Ⅱ. Mean values and SDs for compressive

bending strengt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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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ndurance limit

ERS 868

ERA 751

EMS 511

IMS 503

Table. Ⅲ. Endurance limits (N)

로 연결되는 straight 지 주와 17° angled 지 주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P>.05),

narrow diameter의 external butt joint의 straight 지

주와 internal conical joint의 straight 지 주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

러나 regular diameter의 지 주들은 narrow

diameter의 지 주보다 더 높은 압축굽힘강도를

나타내었다(P<.05).

2. 내구성한계

개개 실험군의 피로하 과 반복 주기와의 상

계를 나타내는 하 주기곡선은 Fig. 4와 같

다. 내구성한계 값은 ERS군(868N)이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ERA군(751N), EMS군(511N), IMS

군(503N)순으로 나타났다(Table III).

Fig. 5. SEM fractographs of failure in ZioCera abutment during endurance limit test. (a) failure of

abutment (×18), (b) failure surface is ridgelike shape (×600), (c) fractograph shows both

transgranular fractures and intergranular fractures (×6,000).

피로 실패는 지 주가 되거나 지 주와

지 주 나사, 는 지 주와 나사 그리고 고정체

에서 같이 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 다.

3. 주사 자 미경 찰

주사 자 미경 소견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피로 실패를 보인 지르코니아 지 주는 주로 고

정체와 인 하는 부분에서 이 시작되어 하

의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생성되고 성장했으며

(Fig. 5a), 단면은 등성(ridgelike)의 형태를 이

루며 하 다(Fig. 5b). 취성다결정 재료의

괴가 그러하듯 결정립들의 입내 괴(transgranular

fracture)와 입계 괴(intergranular fracture)가 모두

찰되었다.
49)
주로 입자를 통하고 원자 도

가 높은 일정한 결정 벽계면을 따라 진행 면

이 형성되었다(Fig. 5c).

총 고안

지르코니아 지 주로는 3가지 동소체의 다형

재인 지르코니아에 소량의 속 산화물을 첨가

하여 상을 안정화하고 입자의 크기를 나노 수

으로 작게 제작하여 강화시킨 yittria-stabilized

zirconium dioxide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2,3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르코니아 지 주-고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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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기계 강도를 알아보고자, 임상 으

로 단일 과부하에 의한 을 의미하는 압축굽

힘강도와, 반복 하 에 의한 피로 을 의미하

는 내구성한계를 측정하 다. 피로는 항복강도

이하의 반복 하 하에서 갑작스런 실패가 생길

수 있는 진 인 균열의 진행이라고 정의되

며,25,31) 계속 인 하 으로 열구가 성장하여 최

종 하 이 남아있는 건 한 부분의 기계 인 능

력을 과할 때 갑작스런 실패가 발생한다. 재료

가 무한 의 반복 회수에서 실패하지 않는 가장

큰 하 의 크기를 피로한계(fatigue limit)라고 하

는데, 일반 으로 부분 구조물의 수명은 내구성

한계(endurance limit)로 특징지어질 수 있기 때문

에
39,50)

본 연구에서는 5년간 평균 작 회수에

해당하는 5×10
6
회의 내구성한계를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임 란트 시스템의 기계 강도는

부품의 강도, 두께, 형상, 연결방식, 하 , 합

도 등에 향을 받는다.
20,23-27)

본 연구결과 지르

코니아 지 주-고정체는 티타늄 지 주-고정체

의 보고된 압축굽힘강도와 내구성한계보다
33)
높

은 값을 보 는데, 이는 티타늄보다 상 으로

높은 지르코니아의 강도 때문일 것이다. 한 직

경이 큰 ERS군과 ERA군이 직경이 작은 EMS군

과 IMS군보다 지 주 종류나 지 주-고정체 연

결방식에 계없이 압축굽힘강도와 내구성 한계

가 높게 나타났는데, 본 실험조건에서는 부품의

두께가 임 란트 시스템의 기계 강도에 향

을 주는 주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부하의 험이 높은 경우에는 직경이

큰 임 란트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기계 실

패를 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Regular diameter의 실험군들 에서는 straight 지

주인 ERS군과 angled 지 주인 ERA군 사이에

압축굽힘강도에 유의차가 없었고 내구성한계는

각각 868N과 751N으로, angled 지 주인 ERA군

에서 약간 낮은 값을 보 다. 한편 된 angled

지 주 시편은 각도가 꺾여 구조 으로 얇아지

는 부 에 수직 으로 균열이 나타난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취약 부 를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angled 지 주가 straight 지 주와

비교 유사한 기계 강도를 보인 이유는 지

주가 하 방향으로 기울어져 경사하 에 한

보상이 일어나 굽힘 모멘트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 란트가 경사지게

식립된 경우 임상 상황에 따라 straight 는

angled 지 주를 선택 사용하는데 있어서 연결부

안정성에 한 보고
40)
처럼 기계 강도 측면에

서도 두 지 주간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단

된다.

연결방식이 다른 narrow diameter의 EMS군과

IMS군은 유사한 압축굽힘강도와 내구성한계를

나타내었는데, 일반 으로 티타늄 지 주는

external butt joint보다 internal conical joint에서 기

계 안정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23,26,27,41,42)

자는 지 주 나사의 하 이 연

결부 안정성의 주요소인데 비해, 후자의

morse-taper 구조는 나사신장과 기 효과에 의한

하 을 동시에 얻을 뿐 아니라 경사진 연결부

가 굽힘 하 에 항하기 때문에 구조 으로 더

안정화되어 있다.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에서 지 주와 고정체간 연결방식에 따른 기계

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두께가 얇

은 narrow diameter의 시스템을 사용하 기 때문

에 부품 간 연결방식보다는 부품의 두께가 기계

특성에 더 지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라 생각되며, 추후 다른 직경의 임 란트 시스템

을 이용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실험에서 단일 하 에 의한 기계 실패 양

상은 부분 지르코니아 지 주의 로 나타

났다. external butt joint의 지 주에서는 고정체와

의 부 에서 이 일어났으며, internal

conical joint의 지 주에서는 형태 인 이유로 두

께가 얇아져 응력이 집 되는 연결부에서

이 야기되었다. 본 실험의 압축굽힘강도 측정 시

지르코니아 지 주의 하 -변 곡선에서

이 일어나기 regualr diameter의 실험군들에서

최 하 의 50% - 70% 범 에서, narrow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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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험군들에서는 30%-40% 범 에서 균열 개

시가 찰되었다가 다양한 crack inhibition

mechanism을 통해 하 을 견디며 최종 에 도

달하 다.
38,39)
이 처럼 균열의 개시는 낮은 부하

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최종 으로 강도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 주의 제조과정이나

보철물 제작을 한 삭, 연마과정에서 균열의

시작 이 되는 흠이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반복하 에 의한 피

로 실패는 Att 등
34)
의 보고에서처럼 지 주 ,

지 주나사의 풀림과 , 고정체 등 다양

한 실패 양상을 보여 특정 취약 부 를 인지하기

가 어려웠다.

자연치열이나 임 란트 수복물에서 압축굽힘

강도와 연 성이 있는 최 교합력과 내구성한계

와 련성이 깊은 평균 작력에 한 다양한 선

학들의 보고들이 있다. Gibbs등
43,44)
은 자연치열

최 교합력을 720N, 작력을 261N 이라고 보고

하 고, Haraldson등45)은 임 란트 수복물의 최

교합력을 144.4N, 평균 작력을 50.1N이라고

보고하 다. 이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비록 단일 임 란트, 경사하 이라는 불리한 역

학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르코니아 지

주 실험군들은 기능하 이상의 압축굽힘강도와

내구성한계를 나타내었다. 지르코니아 지 주

를 이용한 임상 연구에서도 Glauser 등
36)
은 단일

치아 수복에서 평균 49.2개월간 지 주의 이

없었으며, Yildirim등은 부도재 으로 수복한

증례
19)
가 5년 이상 지 주의 없이 사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32)
비록 교합력에 개인차가 크고

보고된 교합력이 다소 평가된 면이 있으며,44)

임상연구 한 소수이고 장기 인 결과는 아니

지만,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이러한 보고들은 지

르코니아 지 주가 특히 치나 소구치 부 에

서 장기간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 강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르코니아 지 주는 삭 시 표면에

흠이 생기거나 두께가 얇아지는 부 가 발생 할

수 있고,
46,47)

열처리 는 도재축성 과정은

항성을 하시킬 수 있다.48) 그리고 지르코니

아는 100-300°C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 시 정방형

의 결정상이 단사정으로 상 이 되는 온열화

상으로 강도가 격히 하될 수 있으며, 수분

이 있거나 외력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상은 가

속화 된다.
38)
제품에 따라 복합체를 개발하거나

본 실험에 사용된 지 주처럼 입자의 크기를 미

세화 시켜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고자 노력하

고 있으나 지르코니아 지 주의 aging에 한 평

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반 되지 못한 본 연구결과는 실제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 구강내

기능력 하의 임 란트 지 주로서 지 가능성

을 논하는데 있어서, 지르코니아 자체의 피로 거

동이나 수명은 피로 과 일차 인 련이 있

으나 의 진행에 민감한 것은 부하된 최 응

력이다.
39)
부 한 치료계획이나 고정체의 식립

치 는 보철물의 설계, 그리고 구강 악습

존재 등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 집 은 본 연구결

과와 달리 지르코니아 지 주의 조기 실패를 야

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심미 요구도가 높은 치의

임 란트 보철 수복시 기존의 티타늄 지 주가

갖는 속색이 비춰 보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지르코니아 지 주의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 다.

단일 치아 임 란트 조건하에서 external butt

joint 의 연결 방식의 regular diameter의 지르코니

아 지 주를 straight 지 주(ERS군)와 17° angled

지 주(ERA군)로 각도를 달리하고, narrow

diameter의 지 주들은 external butt joint 연결 방

식의 straight 지 주 (EMS군)와 internal conical

joint 연결 방식의 straight 지 주 (IMS군)의 실험

군으로 연결 방식을 달리하여 지르코니아 지

주 -고정체 시스템을 ISO 규정에 의해 압축굽힘

강도와 내구성한계를 측정하여 기계 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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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압축굽힘강도는 ERA 군에서 2293.2N, ERS 군

은 2094.2N, IMS 군은 1080.6N, 그리고 EMS

군은 927.0N으로 순으로 낮아졌으며, ERA군

과 ERS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IMS 군과

EMS 군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5). 그러나 regular diameter의 지 주의 압

축굽힘강도가 narrow diameter의 지 주의 압

축굽힘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

2. 내구성한계는 ERS군(868N), ERA군(751N),

EMS군(511N), 그리고 IMS군(503N)순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르코니아 지 주-고정체

시스템은 한 고정체의 식립 치와 각도

는 올바른 보철물 설계가 제되어 진다면 구강

내 기능력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단되나, 이는 추후 장기 인 임

상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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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s the esthetic demands of dental implant patients are increased, the demands of zirconia as implant abutment

material are also increased. It has non-metalic color, good biocompatibility, high strength and high toughness. Even thought

the advatage of zirconia abutment, there are a few studies about mechanical properties of zirconia abutment. This study

evaluated the mecanical strength with compressive bending strength and endurance limit of implant-zirconia abutment

assembly.

Materials and Methods: Static and cyclic loading of implant-Zirconia abutment assembly were simulated under worst case

condition according to ISO. Test groups were implants of external butt joint with straight regular diameter and angled

regular diameter zirconia abutment, implant of external butt joint with narrow straight diameter zirconia abutment and

implant of internal conical joint with straight narrow diameter zirconia abutment. All test group were evaluated the

mecanical strength with compressive bending strength and endurance limit. After fatique testing, fracture surface were

examined by SEM.

Results: The compressive bending strengths exceed 927N. Regular diameter zirconia abutment were stronger than narrow

diameter zirconia abutment(P〈.05). The endurance limits ranged from 503N to 868N.

Conclusion: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zirconia implant abutment exceeded the estabilished values for maximum

incisal biting forc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Key word: compressive bending force, endurance limit, mechanical strength, zirconia abu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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