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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압축강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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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화형 복합레진(TESCERATM ATL)을 지르코니아 framework에 효과적으로 전장하기 위하여, 표면처리 방

법을 여러 가지로 달리한 지르코니아 표면에 압축강화형 복합레진을 전장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실험적으로 비교

하였다. 지르코니아의 표면적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최종소결 전 지름 1.1mm round bur를 사용하여 지르코니아

표면에 pockmark (honey-comb concept)를 형성하였고, 화학적으로는 Primer (Zr-plus primer, Bisco, Inc., Shaumurg,

USA)를 도포하여 결합강도 증가를 도모하였다. 지르코니아에 porcelain을 적층하여 대조군으로 삼고 각 군을 5도

와 55도 사이에서 10,000회 thermocycling시켜 simulated aging 결과 또한 비교하였다.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파절단면을 관찰하였다. Pockmark를 형성한 실험군에 압축강화형 복합레진(TESCERATM

ATL) 전장 시 도재 전장과 유사한 전단결합 강도를 발휘하였으며,(p>0.05) 동일 시편을 24시간 수중 보관했을 때

에 비해 thermocycling 했을 때의 전단결합강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p>0.05) 지르코니아

표면에의 Primer의 도포가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TESCERATM ATL)과의 결합강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

지르코니아 소결 전 표면에 pockmark를 주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요철의 효과를 주는 것은 TESCERATM ATL

과의 결합강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임상적으로 지르코니아-포세린의 결합강도에 필적하는 강하고 내구성 있는

결합강도를 가져온다고 판단되었다.

주요어: 지르코니아, 표면처리법, pockmark, 전장재료, TESCERA
TM

ATL, 전단결합강도, 임플란트 보철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1:27(1):1~13)

서 론

최근 환자들의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

라 금속도재 수복물을 대체하는 심미수복 시스

템이 꾸준히 개발되어왔으며, 전부도재 시스템

은 도재금속 보철물을 대체하고 있다. 지르코니

아는 심미적일 뿐만 아니라, 900-1400 MPa의 최

대 굽힘 강도를 나타내며, 마모저항성, 높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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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성 및 생체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1,2) 고정성

보철물, 포스트, 임플란트 지대주, 임플란트 몸

체, 교정용 브라켓 등에 사용된다.
3-6)

특히, 치과

영역에서의 CAD/CAM을 이용한 지르코니아 수

복물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1,7)

지르코니아

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되는 전장재는 포세린으로, 지르코니아와 포세

린의 결합력은 21-31MPa
8)
로 이는 임상적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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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하지만 포세린의 취

성으로 인하여
9)

도재교합면 수복물에서 종종 파

절이 일어나며 특히 치주인대의 완충능력을 기

대할 수 없는 임플란트 수복물에서 더욱 빈번하

게 일어난다. 구강 내에서의 도재파절은 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보철물의 재제작을 요구하게

된다. 포세린 전장의 chipping
11)

은 임상에서 지르

코니아-포세린 보철물의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최근들어 이전의 복합레진의 단점을 보완한

압축강화형 복합레진의 임상적용이 증가하고 있

다. 이는 도재와 유사한 심미성과 강도를 가지며

기공과정상 조작이 쉽고 완성 후 수리가 용이한

장점으로 인해 심미수복 시 도재의 대용으로 사

용되고 있다. 또한 도재와는 달리 취성이 적고

법랑질보다 낮은 마모저항성을 가지므로 대합치

를 마모시키지 않는다. 임플란트 보철물에서는

충격완화라는 장점이 제시되므로 임플란트 보철

물의 전장재로 추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축강화형 복합레진인

TESCERA
TM

ATL (Bisco, Inc., Schaumburg, USA)

는 제작시 광중합과 가압 수중에서 열중합을 동

시에 시행하므로써 기포발생을 억제하고 산소

방해층이 생기지 않게 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심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구치부 수복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이

기존의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12,13)

지르코니아 하부구조물에 압축강화형 복합레

진을 전장한 보철물은 포세린의 단점을 보완하

고 지르코니아의 심미성과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이

다. 하지만 현재 CAD/CAM용으로 사용되는 지

르코니아는 고농도의 Y-TZP (Yttria-stabilized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s)가 조성의 대부분

인 지르코니아-이트리아 도재로 silica를 포함하

지 않는 구조적인 특성상 산에 의한 에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산 부식이나 silane 처리를 통하여

레진과 결합할 수 없다.
14)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있는 지르코니아-레진 결합방법에 대

해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화학적 처리와

함께 기계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지르코니아 하부구조물이 충분한 부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임플란트 수복물에서

는 지르코니아 표면에의 기계적인 처리가 가능

하며, 이는 결합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르코니아 표면에 기계적으로 요

철을 부여하고, 화학적으로 primer를 도포하여

압축강화형 복합레진이 그 위에 전장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유용한 결합강도를 소유할 수 있는

지 전단결합 강도 측정을 통해 실험적으로 판단

하고자 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지르코니아 시편 제작

반소결된 지르코니아 블록 (CeraSysTM-ZR,

CeraSys, Inc., USA)을 가로 8mm x 세로 8mm x

높이 2mm의 디스크 형태로 총 80개를 제작하였

다(Table Ⅰ). 표면처리가 될 단면은 diamond

wafering blade (11-4245, Buehler, USA)를 사용하

여 절삭되었다. 지르코니아 디스크 중 40개는 완

전 소결 전, 디스크 내에 직경 5mm의 원을 설정

하고 원주각 51.4도로 7등분하여 각 범위 내 1개,

그리고 가운데 1개로 총 8개의 pockmark를 형성

해 주었다. Pockmark는 직경 1.1mm의 low speed

carbide round bur (RA010, Komet, USA)를 이용해

서 육안으로 bur의 직경 전체가 잠기는 것을 기준

으로 하여 지르코니아 디스크 표면에 수직으로

삭제하였다 (Fig. 1.). 이 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전용 퍼니스 (Ceraheat
TM

, CeraSys, Inc., USA)에서

80개의 지르코니아 디스크를 완전소결시킨 후,

초음파 세척기에서 10분간 세척하였다. 소결을

마친 지르코니아 디스크를 직경 25mm, 높이

15mm의 에폭시 레진 주형 중앙에 접착면을 바닥

으로 향하게 하고 self curing acrylic resin(Jet tooth

shade, Lang Dental Manufacturing, Co., Inc., USA)

을 부어서 중합시켜 시편을 제작하였다. 중합 후



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TESCERA
TM

ATL)전장의 결합강도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7권 1호, 2011 3

Materials Product Manufacturer

Zirconia coping CeraSysTM-ZR Zirconium Oxide CeraSys, Inc., USA

Fiber-reinforced

composite resin

TESCERA
TM

ATL

Dentin Shade A3

(Vita shade)
Bisco, Inc., Shaumburg, USA

Primer Z-prime plus Bisco, Inc., Shaumburg, USA

Porcelain powder Inspiration zirkon
Dentin Shade A3

(Vita shade)

Heimerle+Meule, Pforzheim,

Germany

Table I.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Fig. 1. Zirconia sample with pockmarks before

sintering. (CeraSysTM-ZR CeraSys, Inc.,

USA)

시편들은 600, 1000번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연

마하여 steam cleaning 후 건조시켰다.

2. 지르코니아 시편 표면 처리와 도재 및 레진

축성

지르코니아 시편 위에 지르코니아 전용 도재

(Po)를 축성하여 대조군 (Group 1)으로 하였다. 실

험군은 지르코니아 표면에 Primer (Z-prime plus,

Fig. 2. TESCERATM-veneered zirconia (Bisco,

Inc., Shaumburg, USA sample.)

Bisco, Inc., Shaumburg, USA)를 도포한 군 (Pr), 소

결 전 pockmark 처리한 군 (Pm), pockmark 후

primer를 함께 처리한 군 (PmPr)으로 분류하였으

며 primer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1-2번 coating

후 3-5초간 air syringe를 사용하여 건조시켰다.

표면처리가 완료된 시편에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직경 5mm, 높이 2mm 크기로 TESCERATM

전장을 축조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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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de N Surface treatment Veneer Thermo-cycling

1 Control Po/24h 10 Porcelain Porcelain No

2 Pr/24h 10 Primer TESCERA
TM

No

3 Pm/24h 10 Pockmark TESCERATM No

4 PmPr/24h 10 Pockmark +Primer TESCERATM No

5 Po/TC 10 Porcelain Porcelain Yes

6 Pr/TC 10 Primer TESCERATM Yes

7 Pm/TC 10 Pockmark TESCERATM Yes

8 PmPr/TC 10 Pockmark+Primer TESCERA
TM

Yes

Po : Porcelain, Pr : Primer, Pm : Pockmark, PmPr : Pockmark+Primer

24h : measured after 24hours, TC : measured after thermocycling, N: number

Table Ⅱ. Categorization of test materials due to various surface treatment.

3. Thermocycling

중합이 완료된 시편들은 전단결합강도 측정

전 40개는 37℃ 증류수에 24시간 보관되었고, 나

머지는 thermocycling unit을 이용하여 5℃와 55℃

에서 10,000회 열 순환되었다(Table Ⅱ).

4. 전단결합강도 측정

각 시편은 만능시험기 (Instron 3367, INSTRON

Co.,U.S.A.)에 지르코니아와 전장재료의 계면에

평행하게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위치 시켜

cross-head speed 1.0 mm/min로 설정하여 포세린

또는 TESCERATM 실린더가 시편에서 분리될 때

최대 하중을 측정하였다.

5.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표면처리에 따른 지르코니아 표면 형태와 표

면 성분 분석 및 파절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군별로 두 개씩 gold-palladium alloy sputter-

coating하여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2300, Hitachi, Co., Ltd., Japan)을 이

용하여 관찰하였다.

각 시편의 파절 양상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났

다. Adhesive 파절은 지르코니아 시편과 포세린

/TESCERATM 사이의 파절을 말하고, cohesive 파

절은 포세린/TESCERA
TM

자체 내에서 파절이 일

어나는 것, mixed 파절은 이 두 가지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6. 통계분석

SPSS ver.12 for Windows (SPSS Inc.,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였고,

Tukey 다중범위검증법을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

였다. (p<0.05)

결 과

실험군들에 대한 전단결합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Table Ⅲ, Ⅳ에 나타내었으며, 그룹별 평

균값 및 표준편차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3.). 각 실험군 간의 전단 결합강도 차이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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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ode Mean(SD) Grouping*

1 Control Po/24h 405.54(47.24) A

2 Pr/24h 60.99(13.56) B

3 Pm/24h 390.85(107.25) A

4 PmPr/24h 386.89(48.52) A

Po : Porcelain, Pr : Primer, Pm : Pockmark, PmPr : Pockmark+Primer

24h : measured after 24hours, TC : measured after thermocycling

* Identical letters indicate value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Table Ⅲ. Mean shear bond strength (a standard unit : N), standard deviation, and grouping after

24hours

Group Code Mean(SD) Grouping*

5 Po/TC 390.24(108.48) a

6 Pr/TC 35.88(17.84) b

7 Pm/TC 387.78(153.00) a

8 PmPr/TC 326.70(64.20) a

Po : Porcelain, Pr : Primer, Pm : Pockmark, PmPr : Pockmark+Primer

24h : measured after 24hours, TC : measured after thermocycling

* Identical letters indicate value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Table Ⅳ. Mean shear bond strength (a standard unit : N), standard deviation, and grouping after

thermocycling

 하기 위해 one-way ANOVA 실행한 결과 각 실

험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Table

Ⅴ,Ⅵ) Tukey 다중범위검증법을 통한 사후 검정

결과도 Table Ⅲ,Ⅳ에 나타내었다.

전단 결합 강도 측정 결과 포세린을 적층한 대

조군 (Po/24h) 이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지르

코니아 표면에 pockmark를 형성한 경우 (Pm/24h)

대조군의 결합 강도와 유사한 전단 결합 강도를

가졌다. (p>0.05) pockmark와 primer를 함께 적용

한 경우 (PmPr/24h) pockmark만을 형성한 경우

보다 결합 강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p>0.05)

primer만을 적용한 경우 (Pr/24h)는 현저하게 낮

은 결합 강도를 나타내었다. Thermocycling 이후

대조군 (Po/TC)과 pockmark를 형성한 군 (Pm/TC)

의 전단 결합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둘 간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았다. (p>0.05) Primer만을 도포한

경우 (Pr/TC)는 결합 강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 (p<0.05), pockmark와 primer를 함께 적용한

군 (PmPr/TC)에서도 결합 강도는 감소되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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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quipments for this study

(a)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3367, INSTRON Co., U.S.A.)

(b)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2300, Hitachi, Co., Ltd., Japan)

Fig. 4. Shear bond strength of porcelain/

TesceraTM to zirconia surfa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value Pr

Intra-group 835778.263 3 278592.754 68.468 .000

Inter-group 146482.823 36 4068.967

Total 982261.085 39

DF:Degrees of Freedom

F value: variance of the group means / mean of the within group

Pr: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Ⅴ. The result of one-way ANOVA after 24 hours.

전단 결합 강도 측정 후 지르코니아 시편 표면

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파절 양상 관찰 결과 포세린을 적층

한 대조군은 cohesive failure와 mixed failure가 함

께 나타났으며 primer만을 도포한 경우는 대부분

adhesive failure mode를 보였다. pockmark를 형성

한 군에서는 adhesive failure mode와 mixed failure

mode가 비슷한 비율로 함께 나타났으며 cohesive

failure mode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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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value Pr

Intra-group 854410.820 3 284803.607 28.755 .000

Inter-group 356567.428 36 9904.651

Total 1210978.248 39

DF:Degrees of Freedom

F value: variance of the group means / mean of the within group

Pr: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Ⅵ. The result of one-way ANOVA after thermocycling.

Fig 5. Typical SEM images of failure modes (original magnification 30).

Po : Porcelain, Zr : Zirconia, Ts : Tescera
TM

(a) Mixed failure mode on Po/TC group

(b) Adhesive failure mode on Pr/TC group : The whole Tescera
TM

veneer seperated from

zirconia

(c)Mixed failure mode on In/TC group : TesceraTM veneer remained within pockmark.

(d)Mixed failure mode on PmPr/TC group : Some primer (white arrows) remained on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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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images of cohesive failure modes

on Pm/TC group (original magnification

400):There was a gap (white arrow)

between the remaining Tesecra
TM

veneer and zirconia.

Zr : Zirconia, Ts : TesceraTM

Fig. 7. SEM images of cross-sectional pock-

marked zirconia specimen. Pockmark

was prepared by a low speed carbide

round bur (1.1mm diameter, RA010,

Komet, USA) without undercut area.

(original magnification 40).

총괄 및 고안

지르코니아는 심미수복을 위한 보철물의 하부

구조물로서 적절한 강도를 보이나, 임상적인 성

공을 위해서는 전장재와의 결합 또한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8) 지르코니아와 포세린의 결합은

지르코니아 입자 속으로 포세린이 빈틈없이 들

어가 interlocking 된 기계적인 결합을 보이며
15)

,

포세린 자체의 결합보다 강하여26,27) 지르코니아-

포세린 전장 보철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부

분 chipping이다
10)

. 이는 지르코니아와 포세린 결

합의 실패(delamination)가 아닌 포세린 자체의

cohesive failure
24)

로서 chipping의 원인에 대해 많

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지르코니아와 포세린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25), 포세린의 미세 구조 결함,

다공성
27)

, 표면 결함 또는 framework에 의한 부적

절한 지지
28)

, 과부하에 의한 피로
29)

, 저온열화 현

상30), 지르코니아의 낮은 열 전도성31)과 같은 많

은 이유들이 원인으로 제시 되었다. Swan
31)

등은

잔여 응력을 줄이는 것이 지르코니아에 붙어있

는 포세린의 chipping을 줄이는 것의 기본이라고

제안하였고 지르코니아에 접착되는 포세린의 잘

못된 높은 열팽창 계수, 비니어 포세린의 두께

그리고 냉각속도가 잔여 응력과 지르코니아의

chipping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hipping의 발

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서 heat-press법
32)

,

double veneering법33)등이 소개되었으나 chipping

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르코니아-포세린의 결합력에 필적하며, 포세

린의 문제점인 취성과 완성 후 수리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다면 포세린을 대체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전장재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존의 비귀금속 framework에 포세린

opaque과 불산에칭을 처리하여 압축강화형 복합

레진인 TESCEA
TM

을 전장할 경우 유효한 접착강

도가 얻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논문에서 확인되었

으며
16)

현재 임상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아직 지르코니아와 레진간의 결합에 대한 확

실한 접착 방법이 없는 가운데 본 연구는 지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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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의 표면에 기계적인 처리를 하여 압축 강화

형 복합레진 전장과의 결합 강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지르코니아에 대한 레진 결합 연구

는 각기 다른 방법, 재료 및 평가 항목으로 이루

어졌다. 전단결합강도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며,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2),17),18)

에서 다루어졌다. air borne particle abrasion

표면 처리법은 고강도의 세라믹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19,20)

Rocatec이나 sandblasting은 지르코니

아 표면을 일부 변화 시키나 재료 자체의 강도,

밀도, 입자 크기의 영향을 받아 다른 재료보다

제한된 수준의 요철만이 형성되어 안정적인 결

합을 이루기 힘들다.
21)
거의 모든 실험실 연구에

서 고강도 세라믹의 장기적인 결합을 얻기 위해

서는 기계적인 결합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하였

다.
13,17-22)

표면에 기계적으로 요철을 부여하는 방

법은 단면적을 증가시켜 압축 강화형 복합레진

의 접착면적을 증가시키며, 대부분 지르코니아

를 둘러싸는 형태로 보철물에 전장되므로 curing

시 일어나는 레진의 수축12)은 압축강화형 복합

레진 전장재가 지르코니아 하부구조물에 더욱

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르코니아에 pockmark를 형성해

준 경우 포세린을 적층하였을 때와 유사한 전단

결합강도를 보였으며 이는 thermocycling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각 그룹은 thermocycling 전

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p>0.05) 결합의 내구성이 확인되었다. Primer를

TESCERATM 축성 전 도포한 경우 결합강도는 다

른 실험 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thermocycling 후에 결합강도가 많이 감소하여

(p<0.05)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합을 보이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primer

에 대해 언급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른 것이

었다.23) 이는 TESCERATM의 중합과정 중 heat

cup 내의 물과 열에 의해 primer의 결합력이 감소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연

구들에 사용된 레진이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치

아접착을 위한 접착용 레진인 것에 비해 본 연구

에 사용한 TESCERA
TM

은 도재와 유사한 강도를

갖기 위해 개발된 수복용 레진으로 높은 filler 함

량을 갖는 microhybrid composite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Pockmark와 primer를 함께 적용한 경우

(PmPr/24h) 예상과 달리 결합강도가 증가하지 않

았으며 pockmark만을 형성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pockmark를 형성한

지르코니아 표면의 특성상 primer가 균일하게 도

포되지 못하였거나 반대로 pockmark 내에 과량

저류되어 TESCERATM의 물성을 약화시키거나

지르코니아-TESCERA
TM

간의 긴밀한 접착을 방

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비실험에서 primer를 도포하지 않은 polishing

된 지르코니아 표면에 TESCERA
TM

적층을 시도

할 경우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접착되지 않았으며, pockmark와 같은 직경

으로 undercut을 함께 형성해 준 경우는 undercut

없이 pockmark만을 형성한 실험군들보다 평균

100N 이상 약화된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이는

전단결합강도 측정 시 undercut 내의 TESCERA
TM

가 분리될 수 없어 지르코니아에묻힌 TESCERA
TM

의 neck 부위에서 파절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이는 지르코니아와 TESCERA
TM

간의 전

단결합강도가 아닌 TESCERA
TM

자체의 전단결

합강도인 것이다.

파절양상 관찰 결과 대조군은 전반적으로

cohesive failure mode와 mixed failue mode가 혼재

되어 나타난 반면, 실험군은 대부분 adhesive

failure mode를 보였다. Mixed failure mode가 나타

난 시편에서 지르코니아 표면에 유지되고 있는

TESCERATM은 모두 pockmark내에 유지되고 있

었으며 22 gauge needle tip으로 일정한 힘을 주었

을 때 pockmark에서 쉽게 분리되었다.

전단결합강도 측정 후의 지르코니아 시편을

각 군별 두 개씩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 thermocycling 후에도 primer의 일부가 지르코

니아 시편 내에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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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치상 큰 영향이 없을 지라도 지르코니아

표면에 대한 기존 primer의 접착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임플란트 보철의 지르코니아 하부구조물은 기

계적으로 요철을 부여했을 때 강도에 문제가 되

지 않는 부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쉽

게 사용 할 수 있는 carbide bur로 완전소결 전

pockmark를 형성하는 것은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인 TESCERATM의 지르코니아 전장이 장기적으

로 안정적인 결합을 가지도록 하는데 성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 primer의 사용은

TESCERATM 의 전장시 접착강도를 증가시키지

못하며, 기계적인 요철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임상적으로 유효한 결합강도를 가질 수 있으며

기공상의 편리성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더욱

더 활발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적절한 지르코니

아 하부구조물 위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방법

으로 압축강화형 복합레진을 전장한다면 포세린

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지, 수리가 쉬운 심미수복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르코니아

에 대한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전장의 결합강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ockmark의 직경, 개수, 깊

이 등의 변수를 여러 가지로 달리하여 시도하는

연구들이 향 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지르코니아 표면의 처리방법에 따

른 압축강화형 복합레진 전장의 결합강도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지르코니아 하부구조물 표면에 완전소결 전

pockmark를 형성하여 요철을 부여하는 경우

압축강화형 복합레진(TESCERATM) 전장 시 도

재 전장과 유사한 전단결합 강도를 발휘하였

다. (p>0.05)

2. 동일 시편을 24시간 수중 보관했을 때에 비해

thermocycling 했을 때의 전단결합강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p>0.05)

3. 지르코니아 표면에의 Primer의 도포가 압축강

화형 복합레진 (TESCERA
TM

)과의 결합강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였으며, 임상적으로 유효한

안정적인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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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Bond Strength of Composite Resin (TESCERA
TM

ATL)

Veneering on Zirconia Surface with Various Surface Treatments

Soo-Jeong Park, Richard Leesungbok, Suk-Won Lee, Su-Jin Ahn, Ho-Nam Lim*

Department of Biomaterials & Prosthodontics,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Materials,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shear bond strength of pressed reinforced composite resin (TESCERATMATL)

veneering to zirconia with various surface treatments. Forty sintered zirconia specimens and forty pockmarked

zirconia specimens were fabricated. All the materials were categorized as Group 1 (Control : porcelain veneering on

zirconia surface), Group 2 ( TESCERATM ATL dentine veneering after bonding agent application on zirconia surface),

Group 3 (TESCERA
TM

ATL dentine veneering on pockmarked zirconia surface), Group 4 (TESCERA
TM

ATL dentine

veneering after bonding agent application on pockmarked zirconia surface), Group 5 (Thermocycling on Group 1),

Group 6 (Thermocycling on Group 2), Group 7 (Thermocycling on Group 3), and Group 8 (Thermocycling on Group

4). SBS(Shear bond strength) of 8 groups was determined with an Instron Universal Testing Machine. Also fractured

surface of specimens were observed with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itial SBS between Group 1(control group), Group 3, and Group 4. (p>0.05) Group 2 presented the lowest SBS

values. There was a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just as 24hour water storage and simulated aging on

pockmarked zirconia groups. (p>0.05) A formation of pockmarked irregularities on zirconia surface as mechanically

pitted surface was reliable method for establishing a stronger bond between TESCERATM ATL and zirconia-based

material.

Key words: zirconia, surface treatment, pockmark, veneering materials, TESCERATMATL, shear bond strength,

implant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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