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심미성이 필요한 부위에 국소의치를 위한 지대치로 사

용되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함에 있어 오랜 시간 금
속도재관(PFM, porcelain fused to metal)이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는데 있어 금속

도재관은 환자가 만족할 만한 기능과 심미성을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점이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다.

첫 번째는 전장된 도재의 파절문제이다. 환자가 금속

구조물을 착탈하면서 전장된 도재 부분에 지속적인 자극

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하중은 피로를 유발하

여 전장된 도재의 파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도재부

분이 파절 되었을 경우, 파절 되기 전의 전장관에 맞추어 
제작된 국소의치의 유지력과 안정성에 크나큰 문제를 일
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보철물을 재제작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다.1

두 번째는 금속 구조물의 심미성 문제이다. 앞서 말한 
파절에 저항하기 위해, 레스트 시트를 포함한 여러 구조

물을 금속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금속 구조물은 
심미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심미적인 이유가 국
소의치의 설계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도재전장 금
관은 전장금관과 동일한 원칙으로 제작되어야 한다.2 심
미적으로 우수하면서 파절저항성을 가지는 재료는 이러

한 심미적인 문제점과 기능적인 문제점을 해결 가능하

다.3,4

세 번째는 명확한 삽입철거로 설정과 언더컷 설정에 있
어 서베이어를 통한 보철물 제작의 한계성이다. 서베이어

에 의한 삽입철거로와 적절한 언더컷 설정 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
다. 만약 이러한 삽입철거로와 적절한 언더컷 설정을 컴
퓨터로 인한 설계와 가공을 거쳐 정밀하게 부여할 수 있
다면, 보다 균일한 유지력과 통일성있는 삽입철거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서베잉은 치아 표면을 구성

하고 있는 삼각형 면 형태의 폴리곤이 위를 향하는지 아
래를 향하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풍융부 상하를 나누는 
것으로, 최대 풍융부 기준으로 언더컷의 위치와 양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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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얻을 수 있다.5,6

근래에 새로운 수복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의 경우, 수
복물의 강도와 내구성도 우수하여 심미성과 파절저항성

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3,4 과거 단일 구조 지르코니아

는 불투명한 성질로 인하여 심미적인 면에서 불리하였으

나, 투과도와 색조가 개선되어 전치부 수복에도 허용할 
수 있는 보철물로 선택되고 있다.7,8

본 환자는 상악의 다수 상실치를 가진 51세 남자로 스
텐트 삽입술로 와파린을 복용중이어서 향후 몇 년간 임
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환자로 향 후 보철물을 임플란트

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다. 본 증례는 
이러한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르코니아를 이
용한 전자 서베잉을 통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하여 
파절저항성과 심미성을 모두 만족시킨 보철물을 제작한 
환자이다.

증례보고

본 증례의 환자는 51세 남환으로 상실치에 대한 보철

을 하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감염성 심내막염, 발
작성 심방세동, 대동맥판역류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텐트 삽입술로 와파린을 복용중이어서 대규모의 골이

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은 어려운 환자였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기간동안 국소의치를 사용하고, 
추후 임플란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다.

상악의 우측 견치, 우측 제1소구치, 우측 제1대구치, 좌
측 견치, 좌측 제1소구치를 제외한 모든 치아가 상실 되
었으며 잔존 치아 또한 동요도를 보였다. 불량한 상악 악
궁에 비해 하악 악궁의 치아는 양호하였으나,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의 경우 교두파절 및 다수 치아에 교모가 관

찰되어 파절 및 교합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환자였다

(Fig. 1, 2).
본원 내원 시 구치부 상실 부위를 수복하는 이행의치

는 없었으나, 전치부 임시 보철물을 착용 중이었다(Fig. 
3). 거리상의 이유로 이행의치 제작을 포함한 최종 보철

물 제작을 본원에서 시행하기를 원하였다. 상악에 잔존

해 있는 치아에 대한 방사선적, 임상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 상악 우측 제2대구치는 2도의 치아 동요도가 관찰

되었고, 타진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이행의치를 착용기

간 동안 예후 평가하여 최종 수복 시 지대치로서 사용여

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Fig. 4). 하악의 경우, 소수의 치
아에서 치아파절 및 교두마모가 관찰되었으나, 임상적으

로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 아니고 환자가 수복을 원치 않
아서 수복처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환자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며, 추 후 전신 상
태 호전 시 보철물을 임플란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였

다. 이러한 환자의 요구사항은 보철물 제작에 있어 주요

한 고려사항으로 생각되었다. 환자와의 상담 결과, 국소

의치 때 사용되었던 금속 구조물이 추후 임플란트로 전
환 시 전체적인 심미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
현하였다. 이에 추후 국소의치를 위한 금속구조물이 보
이지 않는 모노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서베이드 크
라운을 제작하고, 국소의치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A B C

Fig. 2. Initial intraoral photographs. (A) Frontal view, (B) Maxillary occlusal view, (C) Mandibular occlusal view.

Fig. 1. Initial panographic radi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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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악의 잔존치아 및 구강상태를 이행의치 사용 동
안에 평가해 본 결과, 초기에 예후 불량이 의심되었던 상
악 우측 제2대구치는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요도가 감소하지 않았

고 타진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발거하기

로 결정하였다. 남아있는 상악의 지대치를 평가하여, 남
은 지대치를 연결고정하여 지르코니아 서베이드 크라운

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상악의 잔존 지대치의 치아삭제를 시행하였다. CAD/

CAM 형성에 적절하게 치아 삭제를 시행하였다. 마진

은 deep Chamfer 마진을 부여하였으며, 너무 날카로

운 우각은 다듬어서 치아삭제를 시행하였다(Fig. 5). 이
후 polyvinyl siloxane impression material (Honigum, 
DMG corp,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여 최종인상

을 채득후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 대합치는 알지네이트

를 이용하여 통상의 방식으로 대합모형을 제작하였고, 
수직, 수평 교합관계를 채득하였다.

주모형을 스캔하여, 컴퓨터 상에서 적절한 언더컷과 레
스트 등의 보상 및 유지를 위한 의치구조물을 디자인 하
였다. 상악 우측 제1소구치는 심미성을 고려하여 금속구

조물이 적게 노출되는 RPI clasp assembly로 디자인하여, 
I-bar를 위한 10 gauge undercut을 부여하였고, 상악 좌
측 견치는 근심측에 가공선 클래스프로 디자인하여 근심 
측에 20 gauge undercut을 부여하였다. 레스트 시트는 
좌, 우측 견치에는 설면레스트 시트를 부여하였고, 유도

면은 우측 견치와 좌측 측절치의 근심측과 우측 제 1소

구치와 좌측 견치의 원심측에 부여하였다(Fig. 6).
쉐이드 지르코니아 블록(CAMeleon Zirconia Block, 

Fig. 3. Temporary prosthesis. Fig. 4. Interim denture delivery.

A B C

Fig. 5. Intraoral photographs, after preparation.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view.

A B

Fig. 6. Surveyed crown design with electronic surveying. (A) Electronic view of abutment teeth after CAD design, (B) 
Definitive surveyed crown.

Restoration of partial removable dental prosthesis after fabricating of surveyed crowns utilizing electronic surveying: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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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biotech corp.,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지르코니

아 크라운을 밀링하여 소결하였다. 모형상에서 의치를 
위한 언더컷과 레스트 시트 구조물이 적절하게 형성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완성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환자 구
강 내에 장착하여, 적합도를 확인하였다(Fig. 7).

개인용 맞춤 트레이를 제작하고, 변연형성을 시행하여 
상악 인상채득하고, 작업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모형을 
서베잉하여 국소의치를 위한 금속구조물을 제작하였다. 
금속구조물이 구강내에서의 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대합

치와의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Fig. 8). 조정이 완료된 
후, 기록상과 교합제를 제작하여 수평적, 수직적 교합관

계를 체득하였다(Fig. 9).
국소의치를 위한 금속구조물에 인공치 식립을 위한 적

절한 수직적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었다(Fig. 10). 
인공치를 매우 낮게 배열하는 것과 금속교합면을 제작하

는 방법이 고려되었으나, 상악 대구치부여서 금속의 노
출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환자와 상담하여 금
속교합면을 가지는 국소의치를 제작하였다(Fig. 11). 전

A B C

Fig. 7. Surveyed crown delivery.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Fig. 8. Metal framework. (A) Metal framework on the master cast, (B) Metal framework try-in.

A B C

Fig. 9. Maxillormandibular relationship record. (A) VD taking, (B, C) Facebow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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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sufficient vertical space.

A B C

Fig. 11. Wax-up for metal occlusion.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Fig. 12. Wax denture try-in.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A B C

Fig. 13. Definitive denture delivery. (A) Right lateral view, (B) Frontal view, (C) Left lateral view.

치부와 소구치부의 치아배열을 하고 납의치를 구강내 시
적하여 교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

를 확인하고, 최종의치에 적용하였다(Fig. 12).
완성된 최종 의치를 구강내 장착하고, 중심교합과 측

방운동시 양측성 균형교합을 확인하였다(Fig. 13). 상악 
국소의치의 적합도와 유지, 안정성이 우수하고, 심미적으

로 허용할 만한 의치에 대하여 환자가 높은 만족을 표현

하였다.

Restoration of partial removable dental prosthesis after fabricating of surveyed crowns utilizing electronic surveying: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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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도재 전장 하지 않는 모노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과거에는 너무 불투명하고 색조가 맞지 않는 느낌의 심
미적인 한계점으로 인하여 전치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

었다. 현재는 투명도도 많이 개선되었으며, 색조도 많이 
개선된 다양한 블록이 출시되었고, 칼라링을 통해 심미

적으로 허용 가능한 보철물이 제작 가능하다. 이러한 심
미적으로 개선된 지르코니아 블록은 강도적인 면에서 종
래의 지르코니아 블록에 비해 불리함을 보이지만 적절한 
두께의 치아 삭제로 허용할 만한 강도를 가진 보철믈을 
제작 가능하다.

또한 지르코니아 서베이드 크라운의 제작은 CAD장비

로 디자인 되므로, 전자 서베잉으로 설정한 삽입철거로

에 맞는 유도면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언
더컷과 최대풍융부 및 레스트 시트 또한 적절하게 형성

될 수 있다. 전자 서베잉을 통하여 최적으로 디자인되었

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느끼는 적합도 및 안착감이 우수

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이 우
수하고, 삽입철거로가 명확하여 환자가 느끼는 장착감이 
명확하고 안착감이 우수하다.9

본 증례에서 서베이드 크라운은 전자 서베잉을 통해 
제작되었지만, RPD의 금속 구조물 및 인공치는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금속구조물을 컴퓨터 상
에 디자인하여 소환패턴까지 제작하고 주조를 해야 하
는 것이 한계이지만 플라스틱, 금속 등 분말을 레이저 빔
으로 녹여 조형할 수 있는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이 개발 되고 있다. 이를 사용하면 최종 금속 프레임 
워크까지 디지털로 제작 가능할 예정이다. 디지털 방식으

로 제작할 경우, 이러한 술자의 오류와 매몰과 소환시의 
부피 팽창, 주조 과정 중의 부피 수축에 따른 부 정확성

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10,11

현재 구강 내 디지털 인상 채득으로는 국소의치를 위
한 금속구조물을 제작하기 어렵다. 국소의치를 위한 금
속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전악의 스캔이 필요한데, 
스캔하는 부위가 넓어지는 경우 이미지를 중첩하는 과
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적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연 조
직의 스캔의 경우 가동성 조직의 인상의 유동성으로 인
하여 인상을 채득하는 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점이 
명확하다. 현재 시점에서 모든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어렵고, 추후 기술적인 개발로 보완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전자 서베잉을 통한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하는 경
우, 단일한 삽입철거로를 명확하게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삽입철거로에 맞는 유지, 지지, 안정을 위한 구조

물을 명확하게 디자인 하여 형성 가능하다. 이렇게 제작

된 서베이드 크라운에 맞게 제작된 국소의치의 경우, 우
수한 적합도와 명확한 장착감을 보여주었다. 현재 정기

적인 검진에서 환자는 기능적, 심미적으로도 만족하고 있
다. 추후 지속적인 검진과 유지 관리를 통해 장기적인 결
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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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베잉을 이용한 서베이드 크라운 제작 후 국소의치 수복: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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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CAD/CAM milling 방식이 치과 분야에도 적용됨에 따라 보다 분석적이고 정밀한 보철물이 제작 가능

하게 되었다. 특히, 국소의치의 지대치로 사용되는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하는데 있어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정밀함은 
국소의치의 삽입철거로와 언더컷 등이 정확하게 부여될 수 있게 한다. 본 증례는 상악의 다수 치아 상실을 보이는 환자에

서 CAD/CAM을 이용하여 전자 서베잉을 통해 적절한 삽입철거로를 부여하고 지르코니아 서베이드 크라운을 제작하였

다. 국소의치의 적합도는 우수했으며, 장착 후 안정성과 착탈 시의 유지력 또한 임상에서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7;33(2):135-42)

주요어: 국소의치; 메탈교합면; 서베이드 지르코니아 크라운; 전자 서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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