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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존 임플란트 및 자연치 수복시의 재료로는 금전장관

과 도재소부가공의치(porcelain fused to metal crown)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금전장관의 경우 낮은 심미성

과 재료비의 상승으로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또
한 도재소부가공의치의 경우 도재 파절의 문제점이 항상 
존재한다.1,2 더구나 현재는 보철물에 대한 기능 및 심미

성 모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는 있는 실정이며 이
에 맞춰 도재 재료 또한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3 이러

한 발전에 의해 최근에 소개되는 Computer-Aided Design/
Computer-Aided Manufacturing (CAD/CAM)에 의해 
제작되는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는 임상에 사용해도 충분

할 만한 강도가 보고되고 있다.4,5 또한 점차 투과도 및 색
조가 개선되어 기존 지대치의 투명도가 낮은 특정군에서

는 도재 피개 없이도 전치부 사용이 가능해졌다.6

본 증례는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전악 보
철 수복을 시행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상악 좌측 부위 저작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63세 남
성 환자로 전신질환은 없었으며 비기능적 습관으로는 야
간 이갈이 습관이 있었다. 임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치
주질환으로 인한 다수 치아 동요도 및 치아 마모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상하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심한 치조골 흡수 소견을 보였다(Fig. 
1, 2).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 반조절성 
교합기(Protar evo5, KaVo Dental GmbH, Biberach, 
Germany)에 안궁이전 후 진단모형을 마운팅 후 진단왁

스업을 시행하였다(Fig. 3). 이에 치료계획으로는 전체적

인 치주치료 및 야간 이갈이 습관으로 인한 근긴장을 없
애고 치료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합안정장치 착
용, 정상적인 교합평면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하악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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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ly, the usage of monolithic zirconia in anterior restoration was limited because of problems such as the monotony of tones 
and shades which would compromise the outcome of esthetic purpose. Zirconia was merely used as a coping with additional 
porcelain veneering whereas porcelain chipping cannot be evaded. Recently, with the improvement of monolithic zirconia, the 
various translucency and tones made it possible to use zirconia for anterior restoration. In this case, a male patient of 63 years old 
received a full mouth rehabilitation with monolithic zirconia. After a period of time usage, the outcome showed a favorable result 
functionally and esthetically. (J Dent Rehabil Appl Sci 2015;31(4):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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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treatment intraoral view.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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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Fig. 3. Diagnostic cast articulation. (A) Facebow transfer, (B) Diagnostic wax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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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제3대구치 발치 및 심한 골흡수 양상을 보이는 상하

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의 발치

를 계획하였다. 그 후 중심 교합위 확립에 의한 저작 기
능 회복, 전치 유도를 확립하는 상악 좌우측 제1, 2대구

치부위 및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동반한 전악보철수복계획을 세웠다.

치료계획에 따라 우선 턱관절 안정 및 치료위 결정

을 위한 교합안정장치를 제작해 약 12주간 장착을 시
행하였다. 이 기간동안 치주치료 및 하악 좌측 제1, 3대

구치 발치, 진단왁스업상에 계획된 위치에 임플란트 식
립을 위한 방사선 촬영용 스텐트를 제작하고 컴퓨터 단
층 방사선 사진 촬영 통해 골량과 골질 분석을 시행한 
후, 방사선 촬영용 스텐트를 변형하여 임플란트 수술

용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이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

를 이용해 계획된 위치에 임플란트(Neo CMI Implant 
NeoBiotech, Seoul, Korea)를 식립할 수 있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상, 하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발
치 및 잔존치 삭제 후 임시치관(Alike, GC Co., Tokyo, 
Japan)을 제작하였다. 약 12주간의 교합안정장치 사용

으로 턱관절 안정을 통한 치료위 확립 후에는 최종 보철 
형태 확립을 위한 임시치관 재제작을 시행하였다. 이러

한 임시치관 재제작을 위하여 상, 하악 폴리비닐실록산 
치과용 고무 인상재(Delikit, Heppiden, Seoul, Korea)로 
인상채득을 시행하였다. 작업 모형은 제4형 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N.V., Leuven, Belgium)로 제
작하였다. 그 후 견치 유도가 부여된 임시치관 재제작을 
위한 왁스업을 시행하고 이를 자가중합레진(Alike, GC 
Co.)으로 제작하여 구강내에서 조정 후 장착하였다(Fig. 
4, 5).

임시치관 장착 약 8주 후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기
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안정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적응된 보철물의 형태를 재현하

기 위해 임시치관을 구강 내 장착한 상태로 악간 관계

를 채득하였다. 임시치관 인상채득 후 작업 모형과 반조

절성교합기(Protar evo5, KaVo Dental GmbH)에 크로

스마운팅을 시행하였다. 최종 고정성 보철물의 재료 선
택의 기준은 환자의 요구 및 상태를 고려한 술자의 종합

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본 증례의 경우 야간 이갈이

습관으로 도재 파절이 우려되었고 환자의 기존 지대치

의 투명도가 높지 않았으며 환자의 주된 요구도 심미적

으로 뛰어난 보철물 보다는 단단한, 깨지지 않는 보철물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의 재료로는 단일 구
조 지르코니아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최종 보철물은 단
일 구조 지르코니아 블록(BruxZir, Glidewell, Newport 
Beach, USA)을 사용해 CAD/CAM 방식으로 제작하였

다(Fig. 6).

Fig. 4. Full contour wax up on master cast.

Fig. 5. Provisional restoration delivery.

Fig. 6. Monolithic zirconia crown on master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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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 수복후 구치부 임플란트부위는 임플란트 주
변 연조직 형태를 지대주에 재현가능한 개인 맞춤형 지
대주 제작을 위한 최종인상을 폴리비닐실록산 치과용 
고무 인상재(Delikit, Happiden, Seoul, Korea)로 상, 하
악을 다시 인상채득하였다. 인상체 내의 연조직은 폴
리비닐실록산(Gi-mask, Coltene, Mahwah, USA)으로 
재현되었고, 작업 모형은 제4형 경석고(GC Fujirock 
EP, GC Europe N.V.)로 제작하였다. 지대주는 티타

늄 CAD/CAM 밀링 지대주(Myplant, Raphabio Co., 
Seoul, Korea)로 제작하였고 상부보철물은 마찬가지로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BruxZir, Glidewell)를 이용해 최
종제작하였다. 최종보철물을 환자의 구강내에 장착시에

는 정확한 교합부여를 위하여 T-Scan III (Teksacn, Inc., 
South Boston, USA)를 이용해 좌우 구치부에서 균등하

게 교합되고 측방운동시 견치유도가 되도록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Fig. 7, 8). 최종 접착시에는 단일 구조 지르

코니아 내면에 샌드블러스트 처리 및 지르코니아 프라

Fig. 7. Esthetics and function were restored with monolithic zirconia crow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Right lateral movement view, (F) Mandibular occlusal view, (G) Left 
lateral movemen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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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cclusal adjustment using T-scan III.

이머(Zirconia liner, Sun medical Co., Shiga, Japan) 처리 
후 레진 시멘트(RelyX unicem, 3M, St. Paul, USA)를 사
용하여 접착하였다. 장착 후 구강위생 관리에 관한 교육

Full mouth rehabilitation using monolithic zirconia: a cli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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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행하였고 현재 18개월의 임상적 및 방사선상의 주
기적 경과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와 술자 모두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9).

고찰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는 낮은 빛 투과도와 심미성으

로 인해 구치부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도재 피개가 
필요한 코핑의 형태로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도재 피
개를 하는 경우 도재소부가공의치 보철물과 마찬가지로 
도재 파절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

려 도재소부가공의치 보철물보다 더 높은 도재 파절 발
생률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7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도재 파절을 막기 위한 코핑 디
자인에 대한 연구 및 지르코니아와 도재간의 열팽창계

수 차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아직은 이러한 연구결과 모두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실정으로 도재 파절을 막기 위해 소개된 확실한 방
법은 없다.8 이로 인해 도재 파절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
법으로 도재 피개가 필요 없는 빛 투과도가 향상된 단
일 구조 지르코니아 블록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는 도재 파절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

만 아직까지는 빛 투과도가 리튬 다이실리케이트에 비
해 낮아 심미성이 높은 보철물을 원하는 환자에 사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6 이에 따라 심미성을 원하는 환
자에게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수복을 위해서는 기계적 
강도의 손실 없으며 또한 빛 투과도가 리튬 다이실리케

이트 보다 낮지 않은 추가적인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블
록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Fig. 9. Postoperative panoramic radiographic image.

결론

본 증례의 경우 비록 단기간의 추적 검사를 시행한 한
계는 있으나 환자의 심미적 요구가 기계적 강도에 대한 
요구에 비해 낮으며 이상 기능 습관으로 도재 파절의 위
험성이 높은 경우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로 전악 수복을 
시행하여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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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lithic zirconia를 이용한 전악 보철 수복: a cli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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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는 색조의 단조로움 등 심미성의 문제로 전치부 사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치부 증
례의 지르코니아는 코핑으로만 주로 이용되어 최종보철물은 추가적인 도재 피개가 필요했었다. 이에 따라 도재 파절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점차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자체의 투과도와 색조가 개선되어 도재 피개 없이도 사용이 가
능해졌다. 본 증례는 63세 남성환자로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를 이용하여 전악 보철 수복을 시행해 기능적으로나 심미

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4):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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