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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 섭

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Bond Strength after Surface Treatment of Non-
precious Metal Alloy for porcelain Crown

So, Myung Sub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ea Jeon Medical Junior College

This study done to evaluate some surface treatment methods in metal coping which can increase

the bond strength between porcelain and metal.

Therefore this experiment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Mc Lean’s Theory of bond strength

between porcelain and strength between porcelain and metal. In the experiment the author measured

respective thermal expansion coefficents in three types of metal(Tallasium, Vera Bond and

Rexillium) and Vita Porcelain to get the differences in the coefficents between porcelain and metals.

And using insteron testing machine, the author also performed Planar interface shear bond tests on

the 45 specimens(15 specimens in oxide surface, rough surface and fine surface treatment methods

respectively) to measure bond strength between metal and porcela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ifferences in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between three types of metal and Vita

procelain: Talladium - 1.2 10-6/0 C,

Vera Bond - 1.6 10-6/0 C,

Rexillium - 1.9 10-6/0 C

2. The bond strength in oxide surface on the Shear bond test was the lowest among the treatment

methods.

3.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reatment methods of rough surface of fine surface.

4. In the oxide surface treatment metho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P<0.05)between Vera

bond and Rexillium, and between Talladium and Rexillium.

5. In the fine surface trea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P<0.05)between Talladium and

Rexil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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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용 비귀금속 합금은 1950년대에 저용도
재가 개발되면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귀금속 생산의 한계성 및 고가로 인해서 금합
금을 대신할 수 있는 준귀금속과 비귀금속 합
금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최근 그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재용 합금으로서 비귀금속 합금은
금속-도재와의 결합관계, 주조성, 용융금속의
산화성, 의고구간중의 수축성등의 난점이 있지
만 경제성이 뛰어나고 구강내에서의 내부식성,
기계-물리적 성질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에 의하
면 미국의 비귀금속 합금의 연간 소비량은 매
년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추세에서 비귀금속 합금에 대한 중

요성은 깊이 인식되어야 하며 본 실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도재-금속간 실
패의 원인은 도재-금속간 결합력 부족, 불충분
한 의축(condense)으로 인한 도재의 강도저하,
잘못된 금속-도재관의 설계(design)등이며 도
재의 소성과정시 발생하는 열팽창(thermal

expansion)과 냉각시 발생하는 수축(Shrinkage)
도 중요한 실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은 실패를 방지하고 좀 더 완전한 도재-금속
간의 결합강도를 얻기 위해 선현들의 많은 연
구가 발표되어 왔으며 특히 도재의 강도에 관
한 연구로서 Jones 등을 들 수 있으며 귀금속
과 비귀금속에 관한 연구와 이와 같은 금속이
도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Tuccillio등을
들 수 있으며 Anusavice는 금속과 도재의 결
합강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 보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 임등이 상이한 금속간
의 결합강도와 금속관의 설계(design)에 따른
파절강도를 측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토대로 저자는 도재용 비귀금속 합금이 도
재와 결합할 때 형성되는 표면처리 방법을 3
종류로 분류하고 각 표면처리에 따른 Bonding
Strensth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도재-금속간
열팽창계수의 차를 측정하였으며 각 금속과
표면처리 상호간의 결합강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실험의 대상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
고 있는 도재용 비귀금속 TALLADIUM
(Talladium, Inc, U.S.A), VERA BOND(Aalba
Dent, Inc, U.S.A), REXILLIUM(Jeneric Gold,
Co, U.S.A)등 3종류와 이에 사용된 도재는
VITA VMK 68 with PAINT–ON88(Vita
Zahn fabric. H. Rauter Gmbh&(O.KG)이다

가가))  열열팽팽창창계계수수((CCooeeffffiicciieenntt  ooff  tthheerrmmaall
eexxppaannssiioonn))  측측정정을을 위위한한 시시편편제제작작

(1) 금속시편
열팽창계수의 측정을 위해 3종류의 금속은

Inlay wax (G.C Dental, inc, Japan)를 6각형모
양의 원형 그대로 길이 6.0cm로 잘라 원추대
에 부착하여 (fig.1) Hi–temp 2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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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pmix corp, U.S.A)를 Water/Powdee ratio
가 0.14되게끔 mixing하여 진공매몰기(Whip
Mix Corp, U.S.A)로 매몰한 후 실온에서 1시
간 Setting 시킨 다음 실온의 furnace에 넣고
소환하였다. 소환방법은 처음 1시간은 300℃로
서서히 가열하였으머 300℃에서 800℃까지 1시
간에 걸쳐서 가열한 후 15분간 지속시킨 다음
주조하였다. 주조후 ring은 30분간 서냉 시킨후
주조체에 부착된 매몰재를 제거하고 Sand
Blasting한 다음 시편의 길이가 5.0cm가 되도
록 micrometer로 측정한 다음 disk로 절단한
후 표면을 rubber wheel로 연마했다.(fig. 2)

(2) 도재시편
VITA VMK 68 Porcelain을 전용의 liquid와

cream상으로 mixing 한 후 길이 60mm,두께
5mm로 축성했다. 소성후 도재내부의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축(condense)을 충분히 하
였으며 의축후 도재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축성시 base 는 합성수지(plastic)를 사
용하였고 소성 후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 firing tray위에 얇은 S. P. Plate를 올려 두
고 그 위에 축성된 도재시편을 놓은 다음 소
성하였으며 소성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랐
다.(Table. 1)
소성후 Caborundum Point(H.P＃11)를 사용

해서 도재시편의 크기가 가로 50mm,세로5mm,
두께5mm로 조절되도록 micometer로 측정하면
서 소제하였으며 표면은 diamond Point 로 연
마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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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완성된 금속시편

Fig 1.  원추대에 부착된 Wax시편

Fig 3.  완성된 도재시편

Table 1.  Firing Charts For VITA VMK 68
PAINT-ON 88 Porcelain



나나))  열열팽팽창창계계수수 측측정정방방법법
lever실 electronic Sensor를 사용하여 두 lever

사이의 간계을 시편의 길이와 같도록 떨어뜨
려 Invar Support에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두
Sensor의 사이에 시편을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두 Sensor의 Sensing부분이 항온조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는다. eletronic micomecter의 측정
range를 최소 눈금 0.1㎛단자에 맞춘 후
display된 길이 지시치가 최소가 되도록 조절
한다.
항온조에 power를 넣고 20℃로 Setting한 후

온도가 아주 Stable해 졌을 때 온도계의 온도
와 eletronic micomecter의 길이 지시치를 적는
다. 다음 항온조의 온도를 30℃로 Setting하여
온도가 상승하여 안정될 때 까지 기다린 후
안정되면 온도계의 온도와 eletronic
micomecter의 길이 지시치를 적는다. 이 과정
을 80℃까지 반복하여 온도변화량과 그에 해
당하는 길이 변화량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열팽창계수를 구한다. 열팽창계수 System은
(그림 4,5)와 같다.

시편의 열팽창계수 측정
L= L0 (1+ αt + βt2 + γt3 + ··········)

L : (T +Δt)℃ 일때의 길이
L0 : T℃일때의 길이
α : 1차항에 대한 열팽창계수
β : 2차항에 대한 열팽창계수
γ : 3차항에 대한 열팽창계수

그런데 보통의 경우 β. γ는 α에 비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L= L0(1+αt)로 표
시를 하고 α를 선팽창계수라 정의하고 본 실
험에서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다다))  BBoonndd  SStteennggtthh측측정정을을 위위한한 시시편편제제작작
(1) 주조체 제작
직경이 10mm인 원형의 주조체를 얻기 위해

직경이 10mm인 원형의 Stainless steel을 사용
하여 판상의 base plate wax를 절단하여 직경
이 10mm인 원형의 wax pattern을 만든후 이
wax pattern에 8 gauge의 round wax를 고정

시킨 후 원추대에 부착하고 열팽창계수 측정
을 위한 금속시편제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몰했다. 주조 후 주조체는 표면에 묻어있는
매몰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disk로 sprue를 절
단하여 완성된 주조체를 얻었다.

(2) Oxide Surface 형성
금속 표면에 degassing에 의한 산화막을 형

성하고 이 산화막에 의한 금속일도재간
bonding strength를 측정하기 위해 주조체 제작
이 완성된 시편의 표면에 Carborundum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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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열팽창계수 측정 System

Fig 5.  열팽창계수 측정



로 연초한 다음 50μ의 aluminum oxide 분말로
blasting 한 후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isopropy
alcohol에 담구어 Ultrasonic cleaner에 15분간
두었다가 꺼내어 증류수에 넣고 10분간 두었
다. 이렇게 표면처리가 완성된 시편을
TALLADIUM의 경우 1200℉~1700℉까지
VERA Bond의 경우 1200℉~1850℉까지
REXILLIUM의 경우 1200℉~1800℉까지 온도
를 올려 그 온도에서 5분간 유지함으로서 표
면에 산화막을 형성하였다.(논문사진 부도 참
조) 산화막 형성시 furnace의 진공상태는
29inch/Hg, 온도증가는 100℉/min으로 하였다.

(3) Rough Surface와 Fine Surface의 형성
금속표면의 조면화에 의한 bonding strength

를 측정하기 위해 주조체 제작이 완성된 표면

에Carborundum point로 연초한 후 TALLADIUM
의 경우 1200℉~1790℉ VERA Bond의 경우
1200℉~1850℉ REXILLIUM의 경우 1200℉
~1800℉까지 온도를 올린 후 이 온도에 도달
한 즉시 꺼내어 서냉하였다.
degassing이 완료된 시편에 Carborundum

point로서 표면의 Oxide film을 완전히 제거하
고 Rough Surface를 형성하기 위해서
Separating disk(Dentorium International Inc,
U.S.A)를 사용하여 표면을 조면화하였고,(논문
사진 부도참조) Fine Surface를 형성하기 위해
서 Carborundom point(Kodeco Co, Korea,
Hp#20)를 사용하여 표면을 Smooth하게 형성
하였다.(논문사진 부도참조)
Rough Surface와 Fine Surface의 형성이 완

료된 시편상에 Aluminum oxide로 Sand
Blasting하였으며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
해 isopropy alcohol에 담구어 ultrasonic cleaner
에 10분간 세정함으로서 표면처리를 완성하였
다.

(4) 시편의 완성
산화막 형성과 Rough Surface, Fine Surface

의 형성이 완료된 시편 중앙에 직경이 7mm인
원을 설정하고 그 원위에 두께 0.3mm가 되도
록 opaque porcelain을 축성하고 소성하였다. 도
재의 높이를 9mm로 측정하기 위해
micrometer를 사용하였으며 도재내부의 기포를
방지하기 위해 Ceramosonic condensor를 사용
하였고 도재로는 Ney MarkⅢ furnace를 사용
하였다. 소성 Schedule은 <표 1>에서 밝힌 바
와 같다.
도재의 소성이 완료된 시편을 길이 15mm의

아주 얇은 cube속에 넣고 cube 내면을
selfcuring용인 Jet repair acrylic으로 filling함으
로서 시편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bonding strength 측정을 위한 시편제작은

oxide surface를 제1군 Rough Surface를 제2군
Fine Surface를 제3군으로 하여 각 군당 시편
에 사용된 TALLADIUM,VERA Bond,
REXILLIUM의 금속별로 5개씩 총 45개를 제
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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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원추대에 부착된 Wax Pattern

Fig 7.  Casting된 주조체



라라))  BBoonndd  SSttrreennggtthh  측측정정
Bond Strength의 측정은 planar interface

shear bond test로 하였으며 Instron Testing
Machine상에서 시편을 base에 완전히 고정한
다음 하중이 수직으로 걸리게끔 bass를 위치시
킨 뒤 하중속도를 1mm/min으로 하여 도재와

금속의 결합부 파절양상을 측정하였다.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graph의 눈금이 최대로 될 때
를 Pmax로 하고 그것을 Pmax/πd2/4로 하여
max force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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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도재소성이 완료된 시편 Fig 9.  완성된 시편

Fig 10.  완성된 시편의 도해



각 시편의 열팽창계수는 측정온도구간 20℃
~80℃에서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TALLADIUM 10.4×10-6/℃, VERA Bond
10.8, REXILLIUM 11.1×10-6/℃, VITA VMK
porcelain 9.2×10-6/℃로 나타났고 금속과 도재
와 열팽창계수의 차는 1.2×10-6/℃에서 1.9×
10-6/℃로 나타났다.

VITA porcelain을 사용해서 3종금속의 표면

처리에 따른 45개 시편에 대한 도재-금속간
결합강도를 planar shear bond test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3kgf/mm2~
3.72kgf/mm2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각 금속
간, 각 표면처리간 상호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금속간에는 유의성이 없었고 각
표면처리간에는 P<0.05로 유의성이 검증되었
다. 표면처리에 따른 각 금속의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Test를 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Oxide Surface인 경우 VERA
BOND와 REXILLIUM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Rough Surface의 경우 각 금
속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Fine Surface의 경
우 TALLADIUM과 REXILLIUM간 5%유의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금속의 표면처리에
따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T test를 한 결과
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LLADIUM
인 경우 Oxide Surface와 Rough Surface간에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REXILLIUM
인 경우 Oxide Surface와 Rough Surfacerks에
1%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Oxide
Surface와 Fine Surfacerks에 1%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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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hear bond testFig 11.  Instron testing machine

Table 2.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의 측
정 Data.



도재-금속보철물 제작시 metal coping의 표
면처리는 도재-금속간 결합에 대한 연구보고
로서는 Jones, Anusavice, Bertolotti, Ma Lean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본 실험은 도재-금속
간 결합이론에 대해서는 McLean의 결합이론
에 따른 Chemical, mechanical에 의한 비귀금속
합금의 결합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금속의
표면처리 방법을 Oxide Surface, Rough
Surface, Fine Surface로 나누었다. thermal
expansion/contracthon에 의한 도재-금속간의
결합은 도재-금속간의 열팽창계수의 차가 1×
10-6/℃정도 금속이 도재보다 클 때 Compression
stress가 이상적으로 일어나며 만약 5×10-6/℃
이상 차이가 나면 950℃에서 실온까지 냉각할
때 2800kg/cm2의 Stress가 발생하며 Porcelain의
전단강도는 700kg/cm2이기 때문에 자연 파괴
된다. 도재-금속간 열팽창계수의 차이는 도재-
금속간 결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이와같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본 실험
에서 사용된 도재와 금속에 대한 열팽창계수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도재-금속간 열팽창
계수의 차는 2×10-6/℃이하를 나타내었다.
도재-금속간 결합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nusavice의 Screening test중 Plunar interface
Shear bond test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처리중에
서 Oxide Surface에서 가장 낮은 측정치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귀금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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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lanar Shear Bond Test
Kgf/㎟

Table 4.  분산 분석표

Table 5.  표면 처리에 따른 유의성 검정
T test

Table 6.  합금의 표 면처리에 따른 유의성
검정 T test



alloy의 조성중 tin, indium등이 금속표면에 선
택적 산화로 인해서 도재와 Oxide bonding을
하는데 비해서 비귀금속인 경우 본 실험에서
5분간 degassing에 의한 각 금속의 산화막 두
께를 측정한 결과는 평균 29.11μ였고 이러한
산화막두께는 귀금속의 경우 10간 degassing을
했을 때 25μ정도의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두터운 산화막을 형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비귀금속 합금의 Ni,
Cr에 의한 두터운 산화물은 도재와 결합하게
되며 도재-금속간 결합강도를 저하시키는 원
인으로 사료된다.
Fine Surface와 Rough Surface에서의 Planar

Shear bond test를 분석해 본 결과 상호간에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앗으나 Fine Surface와
rough Surface의 도재-금속간 파절부위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바 Fine Surface보다 Rough
Surface에서 많은 기포발생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기포발생은 도재축성시 Condensing을 충
분히 하기 위해 Autocondense인 ceramosonic
condenset를 사용하였음에도 발생된 것으로 미
루어 Rough Surface의 Separating disk에 의한
조면화는 금속표면에 깊은 열구를 형성하고
도재-금속간의 wetting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포발생 발위에 stress가 가해지면
쉽게 파절될 위약성을 가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측정치를 금속간

유으성과 표면처리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 금속간 유의성은 없었느
데 비해 표면처리간에는 5%유의수준에서 유
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금속의
선택보다 표면처리가 중요시되어야 하며 아울
러 주조체 표면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해서 도
재의 wetting을 높이주는 것도 도재-금속간 결
합강도를 증가시키는데 보다 주용시되어야 한
다고 사료된다.

도재용 비귀금속 합금은 TALLADIUM, VERA
BOND, REXILLIUM 등 3종과 VITA VMK
68 with PAINT-ON 88 Porcelain을 사용해서
금속과 도재의 열팽창계수 차이의 측정과 표
면처리에 따른 결합강도의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 3종의 금속과 VITA Porcelain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는 TALLADIUM의 경우 1.2×10-6/
℃, VERA BOND인 경우 1.6×10-6/℃,
REXILLIUM의 경우 1.9×10-6/℃로 나타났다.
2. 각 금속의 표면처리에 따른 Shear bond

test결과 Oxide Surface에서 가장 낮았다.
3. 각 금속의 표면처리 방법중 Rough

Surface와 Fine Surface에서는 유의차가 없었
다.
4. Oxide Surface인 경우 TALLADIUM:

REXILLIUM에서 유의차(P<0.05)가 있었으며
VERA BOND:REXILLIUM에서 유의차
(P<0.05)가 있었다.
5. Fine Surface인 경우 TALLADIUM:

REXILLIUM에서 유의차(P<0.05)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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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of the degassed specimen(×120)

Fig 3.  Rough surface formed by separating
disk(×120)

Fig 5.  Fine surface formed by Carborundum
poing(×120)

Fig 7.  Air bubble formed in interface between
the porcelain and metal in rough surface(×100)

Fig 2.  The thikness of oxide film formed by
degassing for 5min(×280)

Fig 4.  rough surface formed by separating
disk(×200)

Fig 6.  Fine surface formed by Carborundum
point(×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