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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표면거칠기에 표면거칠기에 표면거칠기에 표면거칠기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지르코니아와 지르코니아와 지르코니아와 지르코니아와 도재와의 도재와의 도재와의 도재와의 전단결합강도전단결합강도전단결합강도전단결합강도

    심미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부도재관의 사용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지르코니아는 빛의 투과를 어느정도 허용하면서도 강도

가 매우 뛰어나 금속-도재 수복물의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기대되

면서 최근 그 사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르코니아 코어를 이용

한 전부도재관 역시 다른 도재 수복물과 마찬가지로 항상 상부 도재의 파

절과 도재와 지르코니아 사이에서의 파절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지르코니아-도재 수복물에서 장기간의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지르코니아와 도재간에 우수한 결합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실험에서는 지르코니아에 다양한 표면거칠기를 부여한 후 도재와의 

전단결합강도의 측정을 통해 지르코니아 표면처리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Lava(3M ESPE) 지르코니아 블럭을 네군으로 나누어 1, 2, 3군은 소결

전 각각의 군별로 320, 600, 150grit sandpaper 로 표면을 polishing하고 

4군은 소결후 sandblasting으로 표면거칠기를 부여한 후 그 위에 도재를 

축성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전단결합강도를 만능시험기로 

측정하였고 파절면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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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결 전 지르코니아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한 1, 2, 3군의 경우 2군

과 3군이 1군에 비해 전단결합강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p>0.05).

     

   2. 소결 후 sandblasting으로 표면처리를 한 4군은 1, 2, 3군에 비하여 

낮은 전단결합강도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결과  1, 2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군 보다는 유

의하게 낮은 파절강도를 보였다(P<0.05).

   3.  광학현미경 관찰시 1, 2, 3군의 경우 지르코니아 표면의 trace 

line에 일부 도재입자들이 남아 있는 adhesive fracture양상이 관찰되었으

며 4군의 경우는 대부분 도재내에서 파절된 cohesive fracture양상을 보이

는 complex failure양상을 보였다.

  

   

  

핵심 핵심 핵심 핵심 되는 되는 되는 되는 말 말 말 말 : : : : 지르코니아-도재 수복물, 전단결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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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문홍석문홍석문홍석문홍석 >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조  조  조  조  호  호  호  호  진진진진

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심미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부도재관의 사용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전부도재관은 기존의 금속-도재관에 비하여 심미적이지만 상대

적으로 취성이 높고 인장 강도가 낮아 강한 부하를 받는 부위에서의 사용

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부도재관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알루미나, 백류석,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지르코니아 등을 이용한 강

화형 도재가 개발되어 전부도재 수복이 구치부 단일수복 뿐 아니라 브릿지

나 고정성 국소의치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Tinschert 등, 2000). 

   이와 같은 전부도재관 중에서 지르코니아 코어를 이용한 전부도재관은 

가장 최근 개발된 것으로, 지르코니아는 의학분야에서는 높은 마모저항성 

및 생체적합성으로 인해 정형외과에서 인공고관절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치과 분야에서는 이보다 늦게 근관용 포스트, 임플란트의 지대주로 사용되

기 시작하여 현재는 CAD/CAM을 이용한 절삭 가공을 통해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 등, 2004).

            지르코니아는 산화지르코니움(Zirconium Oxide, ZnO)의 총칭으로 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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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monoclinic), 정방정계(tetragonal), 입방정계(cubic)의 3가지 동소

체를 갖는 다형(polymorphic)구조이며 평상시엔 지르코니아의 상 변형을 

안정화시키는 산화물들의 첨가(CaO, MgO, CeO₂, Y₂O₃)에 의해 정방정계

로 안정화되어 있다(Von  Steyern 등, 2006). 그러나 외적으로 적용된 스

트레스에 의해 균열이 진행될 때 정방정계의 상(tetragonal phase)에서 단

사정계의 상(monoclinic phase)으로 변형되는 변태강화(trans formation 

toughening) 기전에 의한 3~5%의 체적확장이 일어나면서 균열의 시발점에 

반하여 내적 스트레스의 발달을 유도하고 결국 균열의 전파에 대해 재료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균열의 진행을 억제하여 기존의 도재에 비해 높은 

굴곡 및 파절강도를 갖게 한다(Garvie 등, 1975). 

            Von Steyern 등(2006)에 의하면 지르코니아는 파절강도가 1200 MPa에 이

르는 우수한 재료이며, 그 표면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는 기술도 소개되었지

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지르코니아만으로는 자연치아와 같은 색상과 투명도

를 얻기가 불가능하여 그 표면에 도재를 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

다. 

   지르코니아-도재의 수복물에서 대부분의 실패는 도재의 파절이나(Sundh와 

Sjogren, 2004) 지르코니아와 도재의 결합부위에서의 파절에 인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White(2005)는 지르코니아-도재 수복물에서 도재가 파절에 취약

하며 특히 도재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비해 약 9배의 

약한 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르코니아-도재 수복물에서 장기간의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지르코니아와 도재간에 우수한 결합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르코니아와 도재간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들어 각 제

조사들은 liner 또는 frame-work modifier(이하 지르코니아 이장재)라는 

이름으로 도재 축성 전에 얇게 도포한 후 먼저 소성하는 도재를 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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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품에 따라서 이장재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

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르코니아와 도재간 결합력을 증가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Aboushelib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에 다양한 표면거칠기를 부여한 후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통해 지르코니아 표면거칠기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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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 재료 재료 재료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재료재료재료재료

   본 실험에서는 3M ESPE (Seefeld, Germany)사에서 제조된 Lava 

framework와 Lava Ceram dentine powder를 사용하였다. 각 지르코니아 블

럭은 제조회사의 전용 소성로 및 호환 가능한 소성로에서 소성되었다. 지

르코니아 표면처리를 위하여 80grit, 150grit, 320grit, 600grit 의 sand 

paper와 sandblasting을 위해 60㎛의 aluminum oxide particle을 사용하

였다(Table 1).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manufacturer's data

2. 2. 2. 2.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다음의 4개 군에서 각 군당 15개씩 전단결합강도 측정을 위한 시편을 

Material Composition Manufacturer

Lava framework

Zirconium oxide 87-95wt%, 

Yttrium oxide, hafnium 

oxide, alumina and other 

oxides  

3M ESPE, Seefeld, Germany

 Lava Ceram dentine powder Feldspathic porcelain 3M ESPE, Seefel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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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였다(Table 2).

Table 2. The experimental groups  

n = number of specimens

가가가가. . . . 시편의 시편의 시편의 시편의 제작제작제작제작

1) 지르코니아 코어의 제작

   실험에서 사용된 지르코니아 코어는 low speed diamond disc를 사용하

여 가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 블럭을 절단하여 14× 14× 3.5 mm의 직육면체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후 전용 소성로에서 소결하였다. 소결 후 최종 시편 

크기는 약 11× 11× 3 mm 이었다.

   제작된 시편에서 1, 2, 3, 4군 모두 정해진 sandpaper를 사용하여 소결 

전 표면처리를 시행하였고 4군은 320grit sandpaper로 표면처리하고 소결 

후 다시 sandblasting을 시행 하였다. 

2) 지르코니아 코어의 표면처리

  대조군인 1군은 CAD/CAM 기계에서 지르코니아 코어를 밀링했을 때의 Ra

Group n Surface treatment

1 15 Control 320grit sandpaper

2 15 Fine polishing 600grit sandpaper

3 15 Rough polishing 150grit sandpaper

4 15 Sandblasting 60㎛ Al₂O₃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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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후 측정한 Ra=1.55 소결후 1.40)와 비슷한 값으로 표면거칠기를 부여

하기 위해 80grit, 150grit, 320grit(320grit sandpaper 사용후 Ra=1.18 

소결후 1.06)의 sandpaper를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연마를 시행하였다. 2군

은 1군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 80grit, 150grit, 320grit, 600grit의 

sandpaper 순으로 연마하였으며, 3군은 1군보다 더 거칠게 하기 위해서 

80grit, 150grit의 순서로 연마하였다. 1, 2, 3군은 소결후에는 다른 표면 

처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4군은 소결전 그룹 1과 같게 sandpaper로 연마

하고 소성 후 sandblasting을 하여 표면처리하였다. sandblasting은 60㎛

입자의 크기로 1cm정도의 거리에서 2bar 압력하에 15초간 시행하였다. 시

편 세척은 증류수를 넣은 초음파 bath에서 5분간 세척 후 증류수로 한번 

더 세척하였다. 표면처리 전후로 표면측정기(Hommel tester T8000, 

Hommel Corp., Germany)로  Ra값을 측정하였다(Table 3). 

Table 3. Ra of zirconia specimen surface before and after sintering

  

  

  표면처리 후 군별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각각의 표면거칠기 정도를 관찰하였다. 

  도재(dentin porcelain) 축성은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였으며 소성시에는 

before sintering(㎛) after sintering(㎛)

150 grit sandpaper 2.75 2.61

320 grit sandpaper 1.18 1.06

600 grit sandpaper 0.81 0.42

60㎛ Al₂O₃ particle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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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였다. 지르코니

아 도재의 소성은 VITA VACUMAT
®
 2500(VITA Zahnfabrik, Sackingen, 

Germany) 안에서 제조회사에서 제시하는 소성 온도에 맞게 소성하였다

(Figure 1).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pecimen

3) 레진 포매

   제작된 시편을 직경 30 mm 및 높이 20 mm의 원기둥 형태가 되도록 아크

릴릭 레진으로 포매하여 전단결합강도 측정용 지그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나나나나. . . .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측정측정측정측정

   하중이 지르코니아 블럭과 도재 사이의 접착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전달

되도록 전단결합강도 측정용 지그에 고정한 뒤, 만능시험기(Instron    3366, 

Instron Corp., Nowood, MA, U.S.A.)로 crosshead speed 0.5mm/min의 조

건에서 최대하중값을 측정하였다(Figure 2).

Zirconia

Porcelain

11 mm

3 mm

2 mm

9mm

11mm



- 8 -

Figure 2. Experimental setup and configuration of the specimen

다다다다. . . . 파절면 파절면 파절면 파절면 분석분석분석분석

   전단결합강도 측정 후 각 접착계면에서의 파절면을 광학현미경(Axio 

Imager A1m, Carl Zeiss MicroImaging GmbH, Gottingen, Germany)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3. 3. 3. 3. 통계 통계 통계 통계 분석분석분석분석

   유의성의 검증은 SPSS 통계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s, SPSS 

Inc., Illinois, U.S.A.)에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실시

하였고, 다중비교검정(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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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 결 결 결 과과과과

1. 1. 1. 1. 표면거칠기 표면거칠기 표면거칠기 표면거칠기 관찰 관찰 관찰 관찰 결과결과결과결과

   표면처리 후 군별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

용하여 각각의 표면거칠기 정도를 관찰하였다. 소결전 sandpaper를 이용하여 

표면처리한 1, 2, 3군의 경우 지르코니아 표면에는 sandpaper의 정도에 따라 

trace line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성 후 sandblasting을 시행한 4

군에서는 trace line이 아닌 rough surface를 확인할 수 있다(Figure 3).

   (A)(A)(A)(A)   x100            x2000              (B)(B)(B)(B)   x100           x2000

   (C)(C)(C)(C)    x100           x2000                  (D)(D)(D)(D)   x100          x2000

Figure 3. SEM image of zirconia specimen surface.  

          (A) Group 1, (B) Group 2, (C) Group 3, (D) Grou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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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전단결합강도 측정 측정 측정 측정 결과결과결과결과

  각 군에서 전단결합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in shear bond strength

n = number of specimens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군간 전단결합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각 군중 어떠한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비교검정(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의 결과에서는 3군과 4

군 간에만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rough 

polishing(grinding)을 한 그룹과 sandblasting을 한 군간에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sandblasting을 한 군이 rough polishing을 한 그

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Table 5. Result of one-way ANOVA for shear bond strength

Group n Mean±SD(MPa)

1 15 8.41±1.18

2 15 8.53±1.18

3 15 8.68±1.07

4 15 7.57±0.89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value P value

Between groups 11.10 3 3.70 3.128 0.033

Within groups 66.24 56 1.18

Total 77.34 59



- 11 -

Table 6.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3. 3. 3. 3. 파절양상 파절양상 파절양상 파절양상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육안으로 관찰시 모든 시편에서 파절양상은 도재내에서 시작된 균열이 

접착면쪽으로 진행한 후 접착면이 분리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Figure 4).

Figure 4. Schematic diagram of fractured specimen

4. 4. 4. 4. 파절면 파절면 파절면 파절면 관찰 관찰 관찰 관찰 결과결과결과결과

   파절이 일어난 후의 접착면을 100배 배율의 광학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분리가 일어난 접착면은 지르코니아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도재입자들이 남아 

있는 양상이었다. 1, 2, 3군의 경우는 파절면에서 지르코니아 표면의 trace line

Group n Mean Tukey's grouping

1 15 8.41 A, B

2 15 8.53 A, B

3 15 8.68 B

4 15 7.5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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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재입자가 관찰된 반면 4군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편에서 도재내의 파절면이 

관찰되었다(Figure 5). 

 

(A)(A)(A)(A)             x100                             (B)(B)(B)(B)             x100

(C)(C)(C)(C)              x100                            (D)(D)(D)(D)             x100

Figure 5. Light Microscope view(x100) of fractured surface. 

(A) Group 1, (B) Group 2, (C) Group 3, (D) Group 4. White arrows 

indicate trace line in the zirconia block and black arrows indicate 

de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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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V. IV. IV.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현대인의 심미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전부도재관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부도재관은 강도에 있어서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지르코니아가 보급되면서 강도의 문제가 보완되어 점차 더 

많은 환자에게 심미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지르코니아는 CAD/CAM 

system을 이용하여 보철물 설계의 수치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

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점차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르코니아는 기존의 어떠한 치과용 세라믹보다도 파절강도와 파괴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체적합성 역시 의학분야에서 인공고관절로의 

사용으로 잘 규명되었다. 또한 금속-도재 수복물과 비교하여 광 투과도가 높

아 보다 나은 심미성을 제공한다(Filser, 1998). 그러나 다른 도재 수복물과 

마찬가지로 상부도재의 파절과 도재와 지르코니아 사이에서의 파절이라는 위

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도재의 파절은 일시에 작용하는 큰 힘보다는 주로 반복된 작은 힘에 

의한 피로 때문이라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Kelly, 1995) 하지만 하부 금

속이 파절의 진행을 억제하는 금속도재관과 달리 코어까지 파절이 진행되

는 전부도재관의 경우 코어의 강도가 중요하다(Campbell, 1998). 

Aboushelib 등(2008)에 의하면 도재수복물에 있어서 하부코어의 안전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될 정도로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수복물

의 강도는 향상되었으나 지르코니아와 도재 veneer간의 결합강도는 여전히 

다른 전부도재관에 비하여 약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르코니아 system에 

따라 이러한 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작사별로 제품에 적합한 표면 처

리 및 이장재 등의 사용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표면의 거칠기를 다르게 후 전단결합강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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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결합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소결 상태인 지르

코니아를 CAD/CAM 기계에서 밀링한 후의  Ra와 비슷한 값으로 polishing한 

대조군(1군)과 fine polishing한 군(2군), rough polishing한 군(3군), 

sandblasting을 한 군(4군)간의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하였다. one-way ANOVA

에서는 그룹간 전단 결합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결과 1, 2, 3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전단결합강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1, 2, 4군의 전단결합강도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sandblasting을 한 4군이 rough 

polishing을 한 3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파절강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육안으로 관찰시 모든 시편에서 파절이 도재 내에서 시

작된 후 균열이 접착면쪽으로 진행되어 접착면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 여부와 관련없이 지르코니아와 도재 사이의 

결합력이 도재의 파절강도보다 높아서 도재 내에서 파절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파절면 관찰시에는 분리가 일어난 접착면

은 지르코니아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도재입자들이 남아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 2, 3군의 경우는 파절면에서 지르코니아 표면의 trace line

과 도재입자가 보이는 adhesive fracture 양상이 관찰된 반면, 4군의 경우

는 대부분의 시편에서 지르코니아 표면이 아닌 도재내파절면이 관찰되어 

cohesive fracture 양상을 보이는 complex failure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절양상을 고려할 때 4군의 전단결합강도가 가장 낮았던 이유가 

실제로는 4군의 도재와 지르코니아 사이의 결합강도가 다른 그룹들보다 낮

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Aboushelib 

(2007)의 연구에서도 밀링만 시행한 지르코니아에서 보다 sandblasting을 

한 경우 도재내 cohesive fracture가 일어난 비율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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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lasting을 한 경우의 결합강도가 밀링만 시행한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실험에서 그룹 4에서만 대부분 도재내 파절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Shear knife의 모양 및 위치에 따른 전단력의 전달차이 

및 지르코니아 위에 도재를 축성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등을 고려할 수 있

으며 또한 도재내의 파절강도에 대한 연구 등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르코니아 구조물의 밀링 과정은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가

소결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소결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밀링이나 삭제, 

sandblasting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소결된 이후의 

가공작업이 지르코니아 표면에 국소적 스트레스 및 열의 발생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저온열화현상(low temperature degrad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Piconi, 1999). 저온열화현상은 지르코니아 내부의 tetragonal phase가 

자발적으로 monoclinic phase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서 발생하게 된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온도는 200~300℃이며, 수분이나 

수증기 존재시 더욱 가속화된다. T-M transition은 surface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진행하며 micro and macrocrack이 발생하게 된다. Transformation 

toughning에 의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monoclinic 

content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지르코니아의 강도, 취성, 밀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르코니아 제조사들은 소결 후 지르코니아 코

어에 더 이상의 가공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르코니아와 도재사이의 결

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liner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도 소결 전 거칠기를 부여한 코어를 사용하여 결합강도를 비교하였다. 다

만  가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를 sandblasting할 경우 표면의 불규칙성이 

너무 커서 균일한 시편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소결 후에 하였다.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에서도 심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지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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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의 사용은 점차 증가될 것이다. 지르코니아 자체의 강도에 관한 문제

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이나 지르코니아와 도재간과 도재내에서

의 파절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과 같은 결합강도의 실험이 

수복물의 장기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밝혀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것이

나  임상 이전의 실험으로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이다.

  



- 17 -

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도재 축성시 지르코니아 표면의 처리에 

따라 지르코니아와 도재 사이에서 결합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대표적인 지르코니아 시스템인 3M Lava system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지르코니아의 표면을 1, 2, 3군은 320, 600, 150grit sandpaper 처리를 

하고 4군은 sandblasting 을 시행한 후 도재를 축성하였을 때 지르코니아-

도재간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결 전 지르코니아 표면에 거칠기를 부여한 1, 2, 3군의 경우 2, 3

군이 1군에 비해 높은 전단결합강도가 측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p>0.05).

     

   2. 소결 후 sandblasting으로 표면 처리를 한 4군은 1, 2, 3군에 비하여 

낮은 전단결합강도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결과  1, 2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3군보다는 유의

하게 낮은 파절강도를 보였다(P<0.05).

   3. 광학현미경 관찰시 1, 2, 3군의 경우 지르코니아 표면의 trace line

에 일부도재입자들이 남아 있는 adhesive fracture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4

군의 경우는 대부분 도재내에서 파절된 cohesive failure 양상을 보이는 

complex failure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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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Effect Effect Effect of of of of sandblasting, sandblasting, sandblasting, sandblasting, grinding grinding grinding grinding and and and and polishing polishing polishing polishing on on on on the the the the 

shear shear shear shear bond bond bond bond strength strength strength strength of of of of zirconia zirconia zirconia zirconia layered layered layered layered with with with with porcelainporcelainporcelainporcelain

Ho Ho Ho Ho Jin Jin Jin Jin ChoChoChoCho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ong Seok Moon)

    The use of all-ceramic restorations has increased according to 

patients' demand for esthetics. As zirconia is expected to 

substitute for metal restorations due to the excellent strength and 

allows for light transmission, its indication has recently expanded. 

All-ceramic restorations using zirconia, however, carry a risk of 

fracture at the interface of zirconia core and veneering ceramics 

just as the other types of porcelain restorations do.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obtain superior bond between the zirconia 

core and veneering ceramics.

    This experiment was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shear bond strength at the zirconia-veneering ceramic 

interface after different zirconia surface treatments causing 

different surface roughnesses.

    Lava(3M ESPE) zirconia blocks were divided into 4 groups. Group 

1,2 and 3 were polished with sandpaper of 320, 600 and 150 grit 

respectively, before sintering. Group 4 was sandblasted with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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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after sintering. All the group was then veneered with 

ceramics(Lava Ceram dentine powder). They are tested for the shear 

bond strength in Intron(Instron    3366, Instron Corp., Nowood, MA, 

U.S.A) and the fractured surfaces were examined  under a microscope 

(x100, x200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group 2, 3 showed higher shear bond strength than the 

group 1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2. The group 4 which was sandblasted after sintering exhibited 

lower shear bond strength than the group 1, 2 and 3. Analyzed with 

Tur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he group 4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group 1, 2 in shear bond strength 

whereas it showed statistically lower shear bond strength than the 

group 3 (p < 0.05).

    3. 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adhesive fractures with 

ceramic particles remaining in trace lines on the zirconia surfaces 

in the group 1 ,2 and 3. Group 4 demonstrated complex failure with 

cohesive fractures in mo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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