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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치부 뿐만 
아니라 구치부에서도 자연치와 유사한 형태와 색조를 가
지는 보철물을 이용한 치료가 이루어 지고 있다.1 20세기 
중반 개발된 금속도재관은 우수한 심미성을 가지는 도재

와 높은 강도를 지닌 금속의 장점을 결합하여 현재까지 
치과 임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은 퇴축으로 
인한 금속 변연 노출, 금속-도재간 결합 실패, 금속 산화

물로 인한 치은 변색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2,3 최근 
치과 도재의 제조,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심미적 한계

를 가진 금속도재 보철물이 완전 도재 보철물로 대체되

고 있다. 특히,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보철물 제
작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강도와 심미성이 우수한 지르코

니아 도재를 이용한 보철치료의 비중을 높아지고 있다.4,5 
현재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는 Yttrium-stabilized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 (Y-TZP)는 단일 치아에서 
전악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고정성 보철 치료에 활용

된다.6

지르코니아는 현재 활용 가능한 도재 중 가장 높은 강
도와 파괴 인성을 지니고 있지만 불투명성이라는 심미적

인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르코니아 
코어에 도재를 축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약한 지르코니아-도재간 결합강도로 인해 축성 도
재의 박리 및 파절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Guess 등6은 단일 보철물에서 2 - 3년 동안 2 - 9%, 
고정성 국소의치에서 1 - 5년 동안 3 - 36%의 상부 축성 
도재의 박리 또는 파절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며, Vult von 
Steyern 등7은 24개월 동안 15%의 상부 축성 도재의 박
리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교합력이 가해지는 구치부에서는 단일구조

(monolithic)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보철치료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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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지르코니아 코어에 도재를 축성하지 않아 상부 
도재의 박리 및 파절을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연스러운 치아 색조 재현이라는 과제는 남아있다. 최
근에는 기존 지르코니아 블록보다 투과성이 우수한 지
르코니아 블록이 개발되고 착색법을 이용해 지르코니아 
자체에 자연스러운 치아 색을 입힐 수 있어 보다 심미적

으로 개선된 단일구조의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제작되고 
있다.

이 증례에서는 붕괴된 교합 및 상실된 치아를 회복시

키기 위해 수직고경을 변화시키고 임플란트 식립 및 지
르코니아 보철물을 이용한 전악 수복 치료를 실시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본 증례는 70세 여자 환자로 상악 전치부 보철물의 도
재 파절로 인한 심미적인 문제와 양측 하악 구치부 치
아 상실로 인한 저작 장애를 주소로 보철과에 내원하였

다. 전신적 병력으로 우측 의수를 사용 중이며 투약중인 
약물은 없었다. 구내 소견에서 상악 전치부 보철물의 도
재 파절과 금속 변연 노출이 있었고 하악 치아에 중등도 
이상의 마모가 관찰되며, 역 Spee 만곡(reverse curve of  
Spee)과 상악 구치부 치아의 정출로 인한 교합 부조화를 
동반하였다(Fig. 1). 방사선 사진 상에서 #25 치아의 이
차우식 및 하악 우측의 잔존 치근과 #36 치아의 치주질

환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흡수 양상이 관찰되었다(Fig. 
2). 턱관절 검사에서는 주의할만한 병적 소견은 관찰되

지 않았다.

Fig. 1. Intra-oral status in the initial examinat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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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ig. 2. Pre-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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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심미성과 사용 편의를 위해 고정성 보철 치료

를 원하여, 상하악 무치악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포함한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전악 수복을 계획하였다. 치료 
전 환자교육을 실시하고 예후가 불량한 치아의 발치와 
전반적인 치주치료를 진행하였다. #36 치아는 치주농

양으로 인한 심한 치조골 파괴와 3급 동요도를 보여 하
악 우측의 잔존 치근과 함께 발거하였다. 2주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예비인상을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하

고 anterior jig와 교합제를 이용하여 중심위를 채득한 후 
안궁이전하여 모형을 반조절성 교합기(Hanau modular 
articulator system 190, Whip Mix Co., Luisville, KY, 
USA)에 부착 하였다. 체크 바이트(check bite)법을 통해 
과두 경사각을 결정하고 Hanau 공식을 이용하여 절치

유도각을 설정하였다. 안정시의 악간공극이 소구치 부
위에서 6 mm로 평균보다 크게 존재했고, Willis법을 이
용한 안면 계측에서 하안면 고경이 동공~구각부 거리보

다 4 mm 적게 나타났다. 전치부의 임상적 치관 길이는 
평균에 비해 0.8 - 1.2 mm 정도 짧았다. 이를 종합하여 
구치부 상실에 의해 수직고경이 감소한 것으로 진단하

였다. 평균 치관길이와 생리적 안정위의 교합면간 거리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철물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전치부 치아를 기준으로 2 mm 수직고경

을 올리고 하악 전치의 평균 길이와 하악 구후융기 2/3
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교합평면을 설정하여 진단 납형

을 제작하였다(Fig. 3). 전방 유도에 의해 구치가 이개됨

을 확인하고 측방운동시 우측은 견치 상실로 인해 군기

능교합으로, 좌측은 견치유도교합으로 교합양식을 부여

하였다(Fig. 4).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초기 치아 삭제 
후 진단 납형을 기준으로 미리 제작해 놓은 임시 보철물

을 장착하였다(Fig. 5). #25 치아는 치근의 심한 이차 우
식으로 발거하였으며 #33 치아의 우식 치료와 #11, 23, 
24, 31, 32, 41 치아의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Fig. 3. Diagnostic wax-up model with increased vertical dimension.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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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무치악 부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11, 23 치
아를 지대치로 하는 고정성 국소의치로 수복하기로 하
였고 다른 무치악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 스텐

트 제작 후 컴퓨터 단층 촬영(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PSR9000N, Asahi Roentgen Co., Kyoto, 
Japan)하였다. 본 과에서 #12, 13, 44, 46, 47 무치악 부
위에 5개의 임플란트(Superline, Dentium Co., Seoul, 
Korea)를 식립하였다(Table 1). #12, 13 무치악 부위는 
치조골이 좁아 osteotome을 이용하여 직경 3.5 mm의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후, #44 - 47 부위의 치조제 평
탄화(flattening) 과정에서 얻은 자가골과 이종골(Bio-
Oss, Geistilich AG, Wolhusenm, Switzerland)을 1 : 1로 
혼합하여 차단막(Bio-Gide, Geistilich AG)과 함께 골유

도재생술을 시행하였다. 3주 후, 상악 좌측 소구치부에 
osteotome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과 #25, 26, 36, 37 무
치악 부위에 4개의 임플란트(Superline)를 식립하였다

(Table 1). 추가적으로 얇은 협측 치조골을 가진 #25 부
위와 #36 부위의 골결손부에 상기의 동일한 재료와 방
법으로 골유도재생술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6개

월 후 상악 전치부 단층촬영을 통해 골유도재생술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2차 수술 후 인상채

득 하여 임시 보철물을 제작, 장착하였다. #25, 26, 36, 
37 식립 부위는 2차 수술과 동시에 임플란트 주위염, 치
은 퇴축에 대한 저항성, 용이한 치태관리, 심미적 개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착 치은8,9을 형성해 주기 위
해 상악 우측 구개부를 공여부로 하는 유리치은이식을 
시행하였다. 유리치은이식술 및 이차수술을 시행한 4
주 뒤 부착치은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12, 13, 25, 
26, 36, 37, 44, 46, 47 임플란트에 통법의 방법으로 제작

된 임플란트 고정성 임시 보철물을 연결하였다. 
1차 임시 보철물 장착 9개월, 임플란트 식립 8개월 후

Fig. 4. Occlusion of eccentric movements. (A) Anterior movement, (B) Lateral movement- right side: group function, (C)
Lateral movement- left side: canine guidance.

A B C

Fig. 5. 1st provisional restoration.

Table 1. Diameter and length of  installed implant fixture

Location Diameter × length Corporation
#12, 13 3.5 × 12 mm

Superline, Dentium Co., Seoul, Korea#25, 36, 37, 44,46, 47 4.5 × 10 mm
#26 5.0 × 10 mm

Choi IS, Kim DW, Lee JJ, Kim KA, Seo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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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차 임시 보철물 및 최종 보철물을 위한 인상을 채
득하였다. 전치부 최종 인상 채득을 위해서는 #12, 13 
임플란트 임시 보철물을 임플란트 아날로그(DAN38, 
Dentium Co.)에 연결하고 퍼티(Aquasil Soft putty/
regular, Dentsply, Konstanz, Germany)로 인기한 후, 
이 인상체와 일반적인 인상용 코핑(Impression coping 
pick-up, Dentium Co., Seoul, Korea) 사이에 유동성 레
진(UniFil Flow, GC, Tokyo, Japan)을 채워 임시 보철물

의 치경부출현각을 재현한 맞춤형 인상용 코핑을 제작

하였다(Fig. 6). 자연지대치를 최종 형성하고 임플란트

에 인상용 코핑을 연결하고 부가중합형 인상재(Aquasil 
ultra XLV, Monophase and Soft putty regular set, 
Dentsply, Konstanz, Germany)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 
채득하여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Fig. 7). 임플란트 바이

트 지그 및 기존 임시 보철물을 이용하여 교합관계를 채
득하고 안궁이전을 통해 작업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였

Fig. 6. Reproduction of the existing gingival contour 
with a putty for customized impression coping of #12, 
13 implant.

Fig. 7. Working cast for definitive prosthesi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Fig. 9. Frontal view of the new provisional restoration. Fig. 8. Registration of inter-occlusal relationship with 
the provisional restoration.

다(Fig. 8). 2차 모형을 이용해 새로운 2차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으며 상악전치부와 임플란트 부위를 제외하고

는 모두 단일 치아 보철물로 제작하였다(Fig. 9).

A full-mouth rehabilitation using zirconia all-ceramic crowns: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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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시 보철물 장착 8주 동안, 환자는 새로운 임
시 보철물에 매우 만족해하였으며 심미적, 기능적 문제

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 보철물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

다. 임시 보철물 장착 상태에서 비가역성 친수성 인상재

로 인상채득하고 모형을 제작한 후, 작업모형과 cross-
mounting하여 자가중협형 레진(Pattern resin LS, GC)
으로 맞춤형 전방유도장치를 제작하였다. 임플란트 지

대주는 CAD/CAM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지대주

로 제작하였는데 구치부는 티타늄 지대주(Myplant, 
Raphabio Co., Seoul, Korea)로, 전치부는 지르코니아 
지대주(Zirconia Myplant, Raphabio Co.)로 제작하였다

(Fig. 10). 이후 지대주를 연결한 작업 모형에서 최종 보
철물의 형태대로 최종 외형 납형을 제작하였고(Fig. 11), 
모형 스캐너(D700 3D scanner, 3shape, Copenhagen, 

Fig. 10. Customized abutment for implant. (A) Maxillary occlusal view, (B)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Fig. 11. Full contour wax-up for the definitive prosthesi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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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를 이용하여 지대치와 납형 모형을 이중 스
캔 하여 구치부는 단일 지르코니아(Prettau, Zirkozahn, 
South Tyrol-Gais, Italy)로, 상, 하악 6 전치는 지르코니

아 코어(Prettau) 제작 후 도재(IPS e.max Ceram, Ivoclar 
Vivadent, Schaan, Germany)로 축성하여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Fig. 12).

자연치의 보철물은 시적, 조정 후, 내면을 tribochemical 
silica coating (Rocatec, 3M ESPE, Seefeld, Germany)
과 silane coupling agent (Rely X Ceramic Primer, 3M 
ESPE) 처리한 후 이중 중합형 레진시멘트(Rely X 
Unicem, 3M ESPE)로 최종 합착하였다. 임플란트 보
철물은 임플란트 전용 레진시멘트(Premier implant 
cement, Premier dental products Co., Plymouth Meeting, 
PA, USA)로 합착하였다(Fig. 13). 전방 운동시 양측 구
치가 이개되고 측방 운동시 우측은 군기능, 좌측은 견치

유도 교합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Fig. 14). 교합분석장

비(T scan III, Tekscan Inc., Boston, MA, USA)를 이용

하여 최대 교두 감합시 우측 48.3%, 좌측 51.7%의 교합

력 분산과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을 확인하였다(Fig. 15). 
Wood 등10은 전악을 중심위 상태에서 수복하여도 다시 
새로운 중심 교합위가 형성되므로 지속적인 교합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night-guard를 장착해주고 1
개월간 매주 내원하여 점검 및 교합조정을 시행하였고 
추후 1년간 3개월마다 내원하여 교합 안정성을 확인하

였다. 최종 보철물 장착 3년 후 내원시에도 양호한 구강 
위생과 안정적인 교합 상태를 보였으며 환자는 심미적, 
기능적으로 매우 만족해하였다(Fig. 16).

Fig. 12. Double scan images of working cast and wax-up 
model were superimposed.

Fig. 13. Definitive prosthesis was delivered. Esthetics and functions were restored with the zirconia prosthesis. 
(A) Maxillary occlusal view, (B) Right lateral view, (C) Frontal view at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D) Left lateral 
view, (E) Mandibular occlusal view.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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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ccentric occlusion with definitive prosthesis. (A) Anterior movement: posterior teeth of both side were 
disoccluded, (B) Lateral movement - right side: group function, (C) Lateral movement - left side: canine guidance.

A B C

Fig. 15. Occlusal analysis using T scan III. Stable occlusion was present.

Fig. 16. Follow-up check after 3 years. (A) Stable occlusion and good oral hygiene were maintained, (B) Post-treatment 
panoramic radiograph.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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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증례의 경우, 하악 구치부 상실로 인해 대합치가 정
출되고 전치를 이용한 저작으로 인해 하악 잔존치아의 
병적 마모와 상악 보철물의 도재파절이 발생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안정시의 악간 공극, 전치부 평균 길이, 안
모 계측, 구치부 보철 수복 공간 등을 분석하여 수직 고
경의 감소가 발생했다고 진단하여 상, 하악 임플란트 식
립과 교합 고경 증가를 동반한 전악 수복을 시행하였다. 
수직고경 변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변화된 수직 
고경이 환자가 적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임시 보
철물을 이용한 장기간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지성 있
는 보철치료를 위해 술자는 수직고경을 변화시킬 수 있
다.11,12

치료 과정에서 최종 보철물 제작 전 임시 보철물을 새
로 제작하였는데, 첫 번째 임시 보철물이 장기간 사용으

로 노후되었으며 2차 수술 후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임
플란트 임시 보철물이 주변 자연치 임시 보철물과 완벽

하게 조합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시 보철물은 계획된 
최종 보철물의 심미, 기능적 형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변화된 수직고경에 대해 환자의 적응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악 수복과 같은 복잡한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은 기존 금속 보철물이 가지는 강
도를 가짐과 동시에 도재의 심미성을 얻을 수 있다. 최
근 지르코니아의 임상 수명에 관한 연구에서 5년 생존

율은 98%로 보고되었다.13 축성 도재의 파절은 6 - 25%
로 비교적 높게 발생했다.14 그래서 본 증례에서는 강한 
교합력이 작용하는 구치부에는 단일구조 지르코니아 보
철물을 사용하였다. 장기간의 임상 결과가 부족하지만 
98%의 3년 생존률을 보이고 있다.15

최근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블록과 부위별로 
색조를 재현할 수 있는 착색법이 개발되어 보다 심미적

인 구치부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지만 완전 도재 수복물

보다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단점을 가져 본 증례의 전
치부 보철물 제작에는 지르코니아 코어에 도재를 축성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작시 코어와 축성 도재의 열
팽창계수 차이가 크거나 냉각속도가 빠르면 지르코니

아-도재 계면 응력이 존재하게 되고,16 상부 도재가 지르

코니아 코어에 완전히 지지되지 않거나 균일한 두께를 
갖지 않으면 파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

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를 갖도록 설계한다면 

양호한 예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증례는 구치부 상실로 교합이 붕괴되고 마모된 치
아를 가지는 환자에서 최소한의 수직고경을 변화시켜 
임플란트 식립과 CAD/CAM시스템을 이용한 지르코니

아 고정성 보철물을 통해 전악 수복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저작기능의 회복과 안정적인 교합, 심미

적인 만족을 얻었기에 이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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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 전부 도재관을 이용한 구강 완전 회복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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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심미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치뿐만 아니라 구치부에서도 자연치아와 유사한 색조와 외형을 재현한 보철물

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단일 지르코니아와 CAD/CAM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보
철물 제작이 가능해졌다. 본 증례는 70세 여자환자로 전치부 보철물이 깨져서 보기 싫고 하악 구치부가 없어서 저작이 
불편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하악 구치의 상실로 교합평면이 붕괴되었으며 과도한 치아 마모 및 수직고경 상실이 
관찰되어 치아 상실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수직고경 증가와 함께 지르코니아 고정성 보철물을 이용한 전악 수복 
치료를 진행하였다. 치료 후 3년 간 이상적인 교합이 잘 유지되고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5;31(3):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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