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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티타늄의 표면처리방법과 온용융도재의 이징 온도 변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의 결합강도

와 색조재 성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결합강도를 비교한 결과, TiN 코  처리한 

STB1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결합재를 사용한 SB1시편, gold 코  처리한 SGB1시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징 온도에 따른 결합강도는 이징 온도가 770℃인 시편들이 720℃에서 이징을 실

시한 시편들에 비하여 결합강도가 증가하 으며, 810℃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들에서는 결합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색조 찰 결과 이징 온도가 높아질수록 명도(ΔL)가 높아졌으며, 티타늄

의 표면처리에 의한 색조가 티타늄-세라믹의 색조에 향을 주었으며, 그 결과 SB1과 SGB3이 색조재 성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심어 :∣티타늄-세라믹 보철∣전단결합강도∣색조재현성∣

Abstract

The bonding strength and color reproducibility of titanium-ceramic prosthesis were analyzed 

the effect according to the surface treatments of titanium and the glazing temperatures of the 

low fused porcelain. The result of bonding strength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surface 

treatments was observed that the STB1 group coated by TiN had strongest boding strength and 

then came the SB1 group used special bonding agent, the SGB1 group coated by gold in that 

order. The bonding strength by the glazing temperature was indicated that the group with 770℃ 

of glazing temperature was observed increasing the bonding strength as compared with it of the 

other group, and the group with 810℃ of glazing temperature was observed to be decreased the 

bonding strength. Glazing temperature increases, the color by the surface treatment of titanium 

influenced the color of titanium-ceramic on account of getting higher brightness(ΔL). As a this 

result, the SB1 and SGB3 groups was evaluated to has the best color reproduc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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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티타늄은 생체친화성과 내식성이 우수하고, 비 이 

가볍고, 기계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매혹 인 치과

보철재료로 그 사용범 가 확 되고 있으며, 치과용 

합 의 체 속으로도 주목받고 있다[1-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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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은 고온에서 산소와 강하게 반응하여 두꺼운 

TiO2 산화물 층을 형성하는 특성은 갖고 있으며, 이 산

화물 층은 티타늄의 연성과 피로 항성을 감소시켜 티

타늄-세라믹의 결합강도를 약하게 한다[4]. 이 때문에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의 임상 용은 아직 활발하지 않

다[2].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을 임상에 용 시 가장 문제

은 티타늄과 세라믹간의 결합강도가 약하다는 과 

색조 재  시 티타늄의 색이 투과되어 회색에 가까운 

색을 나타내며, 택이 부족하여 색조재 성이 나쁘다

는 을 들 수 있다.

티타늄과 세라믹의 강한 결합은 세라믹 소성  티타

늄의 표면처리와 계가 있다[5]. 표면처리방법  티타

늄과 세라믹간의 결합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색

조재 성에도 향을  것이라고 기 되는 gold 코

은 세라믹 소성 시 티타늄의 산화층과 새로운 화합물인 

Au2Ti를 형성하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세라믹과의 결

합강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와 티타늄 표면에 gold 

sputter 코 을 한 다음 낮은 압력의 알곤 분 기에서 

세라믹을 소성하면 gold 코 이 티타늄 표면에서 비 

착성 산소의 형성을 조 하는 분산 방어막 역할을 하여 

티타늄과 세라믹간의 결합력을 높인다고 보고하 다

[6]. 그리고 티타늄 표면의 질화 코 은 세라믹을 소성

하는 동안 티타늄 산화를 조 하기 해 티타늄 표면에 

질화 코 을 시행하면 질화 티타늄이 비질화 티타늄보

다 약 5배 더 낮은 산화속도를 보 다고 보고하 으며, 

질화 코   TiN 코 은 티타늄 표면을 질화

(nitridation)시켜 고온에서 티타늄 산화를 억제함으로

써 마모 항이 강한 표면, 낮은 마찰계수, 그리고 화학

 안정을 제공하여 세라믹과의 결합력을 증가시킨다

고 보고하 다[7]. 

심미보철물은 구조 인 심미성과 색조가 주 조직과

의 조화가 요구된다. 심미보철물의 색조는 보철제작을 

하여 구강내의 치아에서 취득하여 기록되어진다. 이

러한 색조는 취득과 재 을 통하여 심미보철물의 심미

성 평가에 기 이 된다. 심미보철물의 색조재 을 하

여 색조에 한 정보가 정확히 표 될 수 있도록 과학

 인식이 필요하다[8][9].

심미보철물의 색조재 의 객  평가를 하여 과

학 인 측색방법의 표색계가 소개되고 있다[8].

표 인 표색계는 명도와 채도 그리고 색상을 수치

화 한 먼셀 표색계와 명도의 L*과 빨강과 녹색범 의 

a* 그리고 노랑과 랑범 의 b*을 이용하는 CIE 표색

계이다. 재 치과분야에서 색조 선택 시 표색계를 이용

하여 시각 으로 비교하여 단하는 비색법과 빛의 

장을 이용하는 기계 인 측색법이 사용되고 있다[10].

심미 인 도재용착주조 을 제작할 때 색조의 결정

은 세라믹 제조사, 도재 층의 조합과 두께, 색조와 불투

명도 등의 재료학  요소와 치과기공사 술자의 경험과 

기교 등의 기술  요소, 그리고 소성횟수와 응축도 등 

치과기공 작업 인 요소들의 조합에 의한 향으로 이

루어지며, 정확한 색조재 이 어려운 것은 이러한 요소

들의 결과를 미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1]. 티타늄

-세라믹 보철물도 일반 인 심미보철물과 마찬가지로 

색조재 이 어렵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특히 티타늄

의 색이 투과되어 회색에 가까운 색을 나타내며, 택

이 부족하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그러나 티타늄-세

라믹 보철물의 색조재 성에 한 연구로는 티타늄 표

면 코  후 CIEL* a*, b*값을 비교하여 L* a*이 증가하

다는 보고[12]만이 있으며, 티타늄-세라믹 보철의 색

조 개선을 한 도재의 층의 두께, 소성횟수, 이징 

온도 등에 한 연구 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의 표면처리방법과 온용융도재의 이징 온도 변

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의 결합강도와 색조재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시편 준비

1.1 소재

실험재료로는 도재용착용 합 으로는 조군으로 사용

한 비 귀 속 합 인 VeraBond(Aalbadent, USA)와 시험

군으로 주조용 티타늄(Dentaurum, Tritan, Germany)를 

사용했으며, 도재용착용 세라믹은 조군인 비 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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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은 Vintage(Shofu. Japan)을 사용하 으며 시험군인 

티타늄은 용 온 용융도재인 Triceram (Esprident 

-Dentaurum, Germany)을 사용하 다[표 1].

표 1. 실험재료의 특성

Brand names VeraBond Titanium Triceram Vintage

Material type Ingot Ingot powder powder

Manufacturers
Aalbadent

USA

Dentaurum

Tritan

Germany

Esprident

Springen

Germany

Shofu

Japan

Firing Temp.

(℃)

1160-

1275
1668 795 930

CTE

(×10-6K-1)
14.0 9.6 9.4-9.5

13.6-

15.0

1.2 시편 제작

Ni-Cr 합 과 세라믹간의 단결합강도 측정을 한 

시편은 가로 10㎜, 세로 10㎜, 두께 2㎜의 납형을 제작

하여 VeraBond를 사용하여 통법의 주조과정을 통하여 

10개의 주조체를 제작하 고, 직경 50㎛의 산화알루미

늄을 사용하여 샌드블라스 한 다음 10분간 음  세

척을 실시하고, 세라믹을 시편의 앙부에 직경 5㎜, 높

이 5㎜로 축성하여 소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하 고, 티

타늄-세라믹 간 단결합강도 측정을 한 시편은 주

조용 티타늄을 사용하여 로스트 왁스 주조법을 용하

여 정사각 형(10㎜×10㎜×0.5㎜)으로 주조한 다음, 3종

류의 표면처리방법 즉 Al2O3(220㎛)를 0.6㎫으로 샌드

블라스 을 실시하고 750℃에서 6분간 열처리를 실시 

후 티타늄 용결합재를 도포하여 소성한 SB군과 샌드

블라스 과 열처리 후 gold 코  처리하고 티타늄 용

결합재를 도포하여 소성한 SGB군 그리고 샌드블라스

과 열처리 후 TiN 코  처리하고 티타늄 용결합재

를 도포하여 소성한 STB군으로 분류하여 티타늄의 표

면을 처리하고, 3종류의 이징 온도에 따라 720℃에

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은 SB1, SGB1, STB1 군으

로, 770℃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은 SB2, SGB2, 

STB2 군으로, 810℃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은 

SB3, SGB3, STB3 군으로 분류하여 세라믹을 시편의 

앙부에 직경 5㎜, 높이 5㎜로 축성하여 소성하는 방

법으로 각 군당 10개씩 하여 90개를 제작하 다. 그리

고 색조 측정 시편은 단결합강도 시편과 동일 형태와 

표면처리법으로 비하여 도재를 약 1㎜의 두께로 축

성하고 소성 후 3종의 이징 온도로 소성하여 각 군

당 10개씩 하여 90개를 제작하 다[표 2]. 

표 2. 시편분류

군
Descriptions

N
표면처리 G.T

CON ① Sand blasting(50㎛ Al2O3) 720 10

SB1
① Sand blasting(220㎛ Al2O3)

② Preheating (750℃ 1hr /(10℃/min))

③ Bonding agent

720 10

SB2 770 10

SB3 810 10

SGB1 ① Sand blasting(220㎛ Al2O3)

② Preheating (750℃ 1hr /(10℃/min))

③ Gold plating

④ Bonding agent

720 10

SGB2 770 10

SGB3 810 10

STB1 ① Sand blasting(220㎛ Al2O3)

② Preheating (750℃ 1hr /(10℃/min))

③ TiN coating

④ Bonding agent

720 10

STB2 770 10

STB3 810 10

2. 실험 방법

2.1 전단결합강도 측정

표면처리와 이징 온도 변화에 따른 티타늄 합

과 도재간의 결합력을 찰하기 하여 단강도 측정

시험을 실시하 다. 단강도 측정시험은 만능시험기

(MTS 858 Bionix Test system, USA.)에 단력 측정 

용 jig를 이용하 으며, 하 은 1㎜/min의 속도를 가

하여 하 을 취득하 다. 측정된 하 은 단면 으로 제

산하여 단력으로 산출하 다.

2.2 색조 측정

티타늄의 표면처리와 세라믹 소성 시 이징 온도 

변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결합 시편의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색조 측정을 실시하 다. 색조 측정은 

기계  측색방법인 분 측색기(Easyshade compact, 

VITA, Germany)를 이용하 으며, 분 측색기는 측색 

 색조의 기 조정(calibration)을 실시 후 측색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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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비된 시편의 색조측정은 각 시편 당 10회를 

치를 달리하여 측색하 다. 측색결과는 분 측색기

에서 CIE표색계 기 으로 산출되어 제시되는 △E 수치 

결과를 취득하 다.

3. 통계 분석

실험결과 자료는 P=0.05 유의수 으로 통계 로그램

(SPSS Inc., ver 17.0k)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후 사후검정분석

(Scheffe)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전단결합강도 측정결과

표면처리와 이징 온도 변화에 따른 티타늄과 세

라믹간의 결합강도를 찰한 결과, 용결합재를 사용

하고 770℃에서 이징한 SB2시편이 35.55(±9.14)㎫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i-Cr합 의 CON시편

(32.77(±4.31)㎫), 용결합재를 사용하고 810℃에서 

이징한 SB3시편(30.35(±6.80)㎫), TiN 코 하고 77

0℃에서 이징한 STB2시편(26.72(±1.07)㎫), TiN 

코 하고 720℃에서 이징한 STB1시편(24.08 

(±1.27)㎫), 용결합재를 사용하고 720℃에서 이

징한 SB1시편(20.82(±1.31)㎫), gold 코 하고 770℃에

서 이징한 SGB2시편(19.50(±0.65)㎫), TiN 코 하

고 810℃에서 이징한 STB3시편(18.84(±2.58)㎫), 

gold 코 하고 720℃에서 이징한 SGB1시편

(17.30(±2.11)㎫), gold 코 하고 810℃에서 이징한 

SGB3시편(7.89(±4.5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

상의 결과를 조군(CON)을 기 으로 통계 분석한 결

과 SB1시편, SGB1시편, SGB2시편, SGB3시편, STB3

시편과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찰되었으며, 

다른 시편들과는 유의차(p>0.05)가 없어 유사한 결합강

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720℃에서 

이징 처리한 시편들의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결합강도

를 비교한 결과, TiN 코  처리한 STB1시편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용결합재를 사용한 SB1시편, gold 코

 처리한 SGB1시편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단결합강도 측정결과(p<0.05)

이징 온도에 따른 결합강도는 SB군에서는 720℃

에서 이징한 SB1시편이 SB2시편과 유의차

(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SB3시편은 SB1

시편과 SB2시편 간에 유의차(p>0.05)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GB군에서는 SGB1시편과 SGB2시편 간

에는 유의차(p>0.05)가 없으며, SGB1시편과 SGB2시

편이 SGB3시편과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STB군에서는 STB1시편과 STB2시편이 

STB3시편 간에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STB1시편과 STB2시편 간에는 유의차

(p>0.05)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로 이

징 온도가 770℃인 시편들이 720℃에서 이징을 실

시한 시편들에 비하여 결합강도가 증가하 으며, 810℃

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들에서는 결합강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2. 색조 측정결과

티타늄의 표면처리와 세라믹 소성 시 이징 온도 

변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결합 시편의 색조의 변화를 

찰한 결과 조군(CON)으로 설정한 Ni-Cr합 의 △

E값은 13.13(±0.61)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시험군인 SB1

시편의 △E값은 12.19(±0.63), SB2시편은 8.26(±0.35), 

SB3시편은 8.30(±1.27)이 측정되었다. SGB1시편은 

2.53(±0.29), SGB2시편은 10.45(±0.75), SGB3시편은 

13.14(±0.46)가 측정되었다. STB1시편은 7.28(±0.96), 

STB2시편은 3.02(±0.38), STB3시편은 9.57(±1.11)이 

측정 산출되었다[그림 2]. 측정 산출된 △E값은 명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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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과 빨강과 녹색범 의 △a 그리고 노랑과 랑범

의 △b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E값은 △L값과 △a값 

그리고 △b값의 제곱근의 합으로 산출되므로 각 값에

서의 변화가 △E값에 향을 미치게 된다.

∆  ∆∆∆ (1)

그림 2. 색조 측정결과

표 3. ΔE 산출을 위한 ΔL, Δa, Δb값

색인자
시편

ΔE ΔL Δa Δb

CON 13.1 85.8 3.2 35.5

SB1 12.2 75.4 3.7 39.3

SB2 8.3 76.6 6.3 34.6

SB3 8.3 73.6 6.4 33.6

SGB1 2.5 75.2 4.2 26.5

SGB2 10.5 76.5 7.4 36.3

SGB3 13.1 81.2 7.5 38.3

SGB1 7.3 70.7 5.0 35.1

SGB2 3.0 76.3 3.4 26.4

SGB3 9.6 77.2 3.8 37.2

색조측정 결과에서 각 시편의 이징 온도에 따른 

색조 변화는 SB군에서 SB1시편이 SB2시편과 SB3시

편과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

고 SGB군에서는 SGB3시편이 SGB1시편과 SGB2시편

에서 유의차(p<0.05)를 보이며, SGB2시편이 SGB1시

편과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TB군에서는 STB3시편이 STB1시편과 STB2시편

에서 유의차(p<0.05)를 가지며, STB1시편이 STB2시

편과 유의차(p<0.05)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B군에서는 이징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L값의 감소와 △a, △b 값의 증가로 인하여 

ΔE값인 색조가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SGB

군에서는 이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L, △a, △b

값의 증가로 인하여 색조도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으며, SGB1시편에서는 △a, △b값이 SGB2시편과 

SGB3시편에 비하여 낮아 색조 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찰되었다. STB군에서는 이징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L값의 증가가 찰되었지만, △a값의 불규칙

인 감소와 △b값의 불규칙한 변화로 인하여 색조의 

변화 한 불규칙 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색조측정 결과에서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색조변화를 

찰하기 하여 일반 인 이징 온도인 720℃에서 

제작한 SB1시편과 SGB1시편 그리고 STB1시편을 분

석하 다. 그 결과 CON시편이 SB1시편과 SGB1시편 

그리고 STB1시편과 유의차(p<0.05)를 찰할 수 있으

며, SB1시편은 SGB1시편과 STB1시편과 유의차

(p<0.05)를 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STB1시편이 

SGB1시편과 유의차(p<0.05)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면처리방법의 변화에 의하여 색

조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용결합재를 사용

한 SB1시편은 CON시편과 유사한 △a, △b값을 가지나 

△L값이 낮아 색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

으며, gold 코  처리한 SGB1시편은 CON시편에 비하

여 Δa값이 높으나 ΔL, Δb값이 낮아 색조의 차이가 있

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TiN 코  처리한 

STB1시편은 CON시편과 Δb값은 유사하나 ΔL값은 낮

으며, Δa값은 높아 색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표 3].

Ⅳ. 논의 및 결론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의 내구성은 티타늄과 세라믹

의 강한 결합과 연 성이 있으며, Craig와 Powers는 티

타늄과 세라믹의 강한 결합은 세라믹 소성  티타늄의 

표면처리와 계가 있음을 강조하 다[5].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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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종의 표면처리방법과 3종의 이징 온도변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보철물의 결합강도와 색조재 성

에 해 분석하고자 하 다.

티타늄과 세라믹의 단결합강도를 측정한 결과, 표

면처리방법에서는 TiN 코  처리한 STB1시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용결합재를 사용한 SB1시편, gold 

코  처리한 SGB1시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코 과 용결합재를 사용한 군이 결합강도가 높

았다는 보고[3][13][14]와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티타늄과 세라믹의 결합강도를 증가시키기 해서는 

gold 코 보다는 TiN 코 이 바람직하고, 용결합재 

사용과 TiN 코 과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용결합재만 사용하는 방법

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이징 온도에서는 이징 온도가 770℃인 시편

들이 720℃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들에 비하여 

결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 810℃에서 

이징을 실시한 시편들에서는 결합력이 감소하는 것

으로 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800℃이하에서 양

질의 착성 산화물 층이 형성되며, 800℃이상에서는 

다공성 산화물 층이 형성되어 착성이 나쁘다는 보고

와 특히 750℃에서는 치 하고 착성이 강한 산화물 

층을 형성하여 결합강도가 강하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15]. 이상의 결과에서 이징 온도를 720℃가 아닌 

770℃로 50℃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티타늄의 표면처리와 도재소성 시 이징 온도 변

화에 따른 티타늄-세라믹 결합 시편의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분 측색기를 이용하 다. 분 측색

기는 CIE 표색계 기 의 △E값 측정하여 색조를 분석

하는 방법이다. 색조 측정 결과 조군(CON)으로 설정

한 Ni-Cr합 의 △E값은 13.13(±0.61)로 측정되었다. 

티타늄에 용결합재를 도포한 후 3종의 이징 온

도로 소성한 SB군의 SB1시편의 △E값은 12.19(±0.63), 

SB2시편은 8.26(±0.35), SB3시편은 8.30(±1.27)의 색조

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티타늄에 gold 코 한 다음 3종

의 이징 온도로 소성한 SGB군의 SGB1시편의 △E

값은 2.53(±0.29), SGB2시편은 10.45(±0.75), SGB3시편

은 13.14(±0.46)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티타늄에 TiN 코

한 다음 3종의 이징 온도로 소성한 STB군의 

STB1시편은 7.28(±0.96), STB2시편은 3.02(±0.38), 

STB3시편은 9.57(±1.11)이 측정되었다. 

분 측색기를 이용하여 색조측정 결과는 △E값의 차

이에 따라 색조의 차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선행연구

에 의하면 △E값이 3.7 이상의 차이를 가질 때 육안으로 

별이 가능할 정도로 색조차이가 나타나는 색조이며

[16], 치과 임상  허용색차의 한계는 △E값이 3.3 이상

의 차이에서 다른 색조라고 보고되었다[17]. 하지만 다

른 연구에서는 △E값이 1 이하의 차이를 가져도 으로 

색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2 이하일 경우 임상 으로 

허용색차의 한계라고 보고되었다[18].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여 미국치과의사 회(ADA)는 색조의 기  제시를 

하여 △E값이 2 이상인 경우 색조의 차이가 나타난다

고 기  값으로 규정하여 재 사용하고 있다[19].

선행연구의 △E값에 한 보고된 것과 같이 본 연구

에서도 △E값이 2 이하인 경우 동일 색조로 정의하여 

분석하면 조군인 CON시편의 △E값(13.13(±0.61))과 

유사한 색조를 가지는 시편은 SB1시편과 SGB3시편이 

동일한 색조로 단되며, 다른 시편들의 색조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티타늄 표면을 

용결합재로 처리하고 720℃에서 이징 한 시편과 

티타늄 표면을 gold 코  처리하고 810℃에서 이징 

한 시편이 색조재 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색조측정 결과에서 각 시편의 표면처리방법

에 따른 색조변화를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인 표면처리 방법의 시편인 

SB1시편은 CON시편과 유사한 △a, △b값을 가지나 △

L값이 낮아 색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으

며, gold 코  처리한 SGB1시편은 CON시편에 비하여 

Δa값이 높으나 ΔL, Δb값이 낮아 색조의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STB1시편은 CON시편

과 Δb값은 유사하나 ΔL값은 낮으며, Δa값은 높아 색조

의 차이가 있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향은 

각 시험군의 티타늄 합 의 표면색조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SB군은 티타늄 합 의 속색조를 가지는 표

면으로 소성온도의 증가에 따라 어두운 색조의 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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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세라믹 측으로 확산하여 △L값 감소의 원인으

로 단되며[20], SGB군은 티타늄 합 의 표면에 Au 

처리에 의한 노란색의 표면으로 소성온도의 증가에 따

라 산화물에 의한 향으로 없으나 온도증가에 따라 도

재의 유리화에 의하여 △L값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색조의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21]. 그리고 

STB군은 티타늄 합  표면에 TiN처리를 통하여 생성

된 노란색의 TiN막으로 이루어진 표면이 소성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붉은색으로 변화하여 △a값과 △b값

의 불규칙한 변화로 색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

된다[22].

색조 찰 결과 이징 온도가 높아질수록 명도(Δ

L)가 높아져 티타늄의 처리에 의한 표면의 색조가 티타

늄-도재의 색조에 양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합 의 

표면의 색상이 밝은 SGB군의 이징 온도가 높은 

SGB3시편이 색조가 우수하며, SB군에서 이징 온

도가 높아져 합 의 어두운 산화물의 확산이 야기되지 

않는 SB1시편의 색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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