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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방법이 지르코니아와 레진시멘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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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각각 다른 표면처리를 한 지르코니아를 레진시멘트로 접착한 후 전단결합강도를 평가, 비교

하는 것이다. 디스크 모양의 산화 지르코늄(3-TZP, Kyoritsu, Tokyo, Japan) 시편 120 개를 다음과 같이 표면처리

하였다. (1)110 μm 산화 알루미나 분사 처리 (2)Silica coating(Rocatec™, 3M ESPE) (3)처리하지 않음

시편을 한 군당 10 개씩 총 6 개군으로 나누어 두 개의 지르코니아 시편을 자가 접착형 레진 시멘트(RelyX

U-200, 3M ESPE)로 합착하였다. (1)처리하지 않음/처리하지 않음 (2)처리하지 않음/110 μm 산화 알루미나 분사

처리 (3)처리하지 않음/Silica coating (4)110 μm 산화 알루미나 분사 처리/110 μm 산화 알루미나 분사 처리 (5)110

μm 산화 알루미나 분사 처리/Silica coating (6)Silica coating/Silica coating. 각 군의 전단결합강도를 만능시험기로

측정하였다. 표면처리에 따른 결합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고 사후

분석으로 Tukey HSD test를 실시하였다. Silica coating을 한 두 개의 시편을 접착한 군이 가장 높은 결합 강도를

보였다(P<0.05). 표면 처리하지 않은 시편을 접착한 군과 두 개의 시편 모두 알루미나 분사 처리한 시편을 접착한

군은 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의 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낮았다(P<0.05). 본 연구의 결과

에 따르면 Silica coating은 자가중합형 레진시멘트를 이용하여 접착한 두 지르코니아 간의 결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주요어: 레진시멘트, 전단결합강도, 지르코니아, 표면처리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3:29(1):69~79)

서 론

최근 환자들의 심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에 따라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도재만을 이용한

수복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 이 중에서도 지

르코니아는 우수한 심미성과 높은 굴곡 강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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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생체 적합성으로 전부도재관, 코핑, 고정성

국소의치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 또한

지르코니아는 임플란트 지대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3).

지르코니아는 인산아연 시멘트나 글래스아이

오노머 시멘트로도 충분한 시멘트와의 결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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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지나 레진 시멘트를 사용할 때 보다 나은

결합 강도를 지닌다
4)

. Bindl
5)
은 CAD/CAM으로

제작한 지르코니아 코핑을 인산아연 시멘트와 레

진 시멘트로 접착하였을 때, 인산아연 시멘트에

비하여 레진 시멘트에서 더 높은 압축 강도를 보

인다고 하였다. Burke 등6)은 레진 시멘트의 사용

이 파절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변연 폐쇄를 증진

시키며 도재의 강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지르코니아를 제외한 전부 도재 수복물은 불산

및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통하여 표면 거칠기와

배열이 변화되고, 실란 처리를 통하여 화학적 공

유 결합과 수소 결합으로 레진 시멘트와의 결합

이 향상된다
7)
. 그러나 지르코니아는 매우 안정적

인 화학적 구조와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로 인해

기존의 전부 도재 수복물과는 다른 표면처리방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8,9)

.

Tsuo 등
10)
은 지르코니아 표면에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한 경우 입자 크기와 상관없이 전단결합

강도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 Blatz
11)

는 지르

코니아와 시멘트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한 연구

에서 로카텍을 이용한 표면 처리가 알루미나 분

사 표면 처리에 비해 레진 시멘트와의 결합 강도

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umbuloglu
12)는 지르코니아에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한 경

우와 로카텍 처리를 한 경우, 열순환처리를 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알루미나 분사 처리 후

접착성 프라이머를 도포하였을 때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결합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3,14).

지르코니아의 표면 처리와 레진 시멘트와의

결합 강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최

근 임플란트 수복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보철물 간의 결합 강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

른 표면 처리를 한 두 개의 지르코니아 시편을

레진 시멘트로 접착하고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

여 표면 처리가 지르코니아와 지르코니아 간의

전단결합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고, 이를 통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보철물 간의 결합을 위한 적절한 표

면처리방법을 실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1. 지르코니아 시편의 제작

지르코니아 시편은 3Y-TZP(Kyoritsu, Tokyo,

Japan) 분말을 직경 20 mm의 원형 몰드를 이용

하여 압축, 가압, 성형한 후 RotoForce3(Struers,

Ballerup, Denmark) 가공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

가공하였다.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잔류 응력

을 제거하기 위해 1200℃에서 2 시간 열처리하

여 직경 12 mm, 두께 3 mm의 크기로 지르코니

아 세라믹 디스크 120 개를 제작하였다(Fig. 1).

2. 지르코니아 시편에 대한 표면 처리

지르코니아 시편에 대한 표면 처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표면 가

공만을 시행한 후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알루미나 분사에 의한 표면 처리하였으

며, 세 번째는 로카텍 시스템(3M ESPE, Seefeld

Germany)에 의한 표면 처리를 하였다. 알루미나

분사 시에는 110 μm Al2O3를 4 bar의 압력으로 지

르코니아 시편에 수직으로 10 mm 거리에서 10

초간 분사하였다. 로카텍 처리는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나 분사 후, 실리카로 처리된 산화 알루미

늄(Rocatec Plus)을 시편에 수직으로 10 mm 거리

에서 2.8 bar의 압력으로 10 초간 분사 시켜

tribochemical 코팅하였다. 표면에 실리카 막을 생

성시킨 후 무기질의 표면과 유기질인 레진과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란(3M

ESPE Sil)을 도포하였다. 표면 처리한 시편은 1

군당 10 개씩 총 6 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Tabl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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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k-shaped zirconia specimen used in this study.

Groups Specimen A Specimen B

1 (No/No) No Tx. No Tx.

2 (No/Sand) No Tx. Sandblast

3 (No/Roc) No Tx. Rocatec

4 (Sand/Sand) Sandblast Sandblast

5 (Sand/Roc) Sandblast Rocatec

6 (Roc/Roc) Rocatec Rocatec

Table Ⅰ. 6 surface treatment groups used in

this study

3. 지르코니아 시편의 접착

표면 처리한 지르코니아 시편을 몰드 위에 올

려 놓고 이중 중합형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

(RelyX U-200; 3M ESPE, Seefeld, Germany)를 혼

합하여 고르게 시편 위에 도포한 후 두 번째 시

편을 몰드에 위치시켰다. 동일한 시멘트 두께를

갖게 하기 위하여 몰드와 두 개의 시편 사이 높

이 차를 40 μm이 되도록 하였고, 0.5 kg의 편평한

Fig. 2. Schematic diagram of specimen

cementation.

추를 위에 위치시켰다. Elper Freelight 2 LED 광중

합기(3M ESPE, Seefeld, Germany)를 이용해 1200

mw/cm의 광도로 다섯 방향에서 20 초씩 총 100

초 광중합 하였다. 중합이 완료된 후 접착면 이외

에 부착된 잔여 레진 시멘트를 No. 15 기공용 칼

로 깨끗이 제거한 후 24 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

후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Fig.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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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nding zirconia to zirconia.

Fig. 4. Cementation of specimen.

4. 전단결합강도의 측정

접착된 지르코니아 시편의 전단결합강도를 측

정하기 위해 만능시험기(Z020, Zwick, Germany)

를 사용하였다. 전단결합강도 측정용 지그에 시

편을 고정하고 1 mm/min의 시험 속도로 전단 압

Fig. 5. Cemented specimen.

력이 가해지도록 하여 지르코니아 시편이 분리

되는 시점에서의 최대 하중을 측정하고 동시에

파절 유형을 관찰하였다(Fig. 6, 7).

Fig. 6. Schematic diagram of shear bond

strength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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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ear bond testing assembly on UTM.

5. 통계 분석

표면 처리에 따른 결합 강도의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으로 Tukey HSD test를 실

시 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전단결합강도의 비교

Table Ⅱ는 모든 실험군들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Roc/Roc군의 접착 강도가 7.00 MPa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Sand/Roc군의 접착 강도가

4.46 MPa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Sand/Sand, No/Sand, No/No, No/Roc순이

었으나 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able Ⅱ, Fig. 8). Roc/Roc군과 Sand/Roc군 사

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Sand/

Roc군과 나머지 네 군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Groups Mean Std. Deviation

1 (No/No) 0.28a 0.33

2 (No/Sand) 0.29a 0.34

3 (No/Roc) 0.12a 0.23

4 (Sand/Sand) 0.56a 0.47

5 (Sand/Roc) 4.46b 1.62

6 (Roc/Roc) 7.00c 3.48

* Significant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ows is shown

by superscript letters a, b, c.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Ⅱ. Shear bond strength of zirconia

specimens by surface treatment

(MPa)

Fig. 8. Shear bond strength of 6 surface

treatment groups.

Table Ⅲ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결과이며, 집

단 간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접착 실패 후 파절 양상

혼합성 실패 양상이 No/No군의 10개의 시편

중 1개에서 나타났고 그 외의 모든 시편에서 접

착성 실패 양상이 나타났다. 응집성 실패 양상은

어떠한 시편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Tabl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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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Between group 424.3795 5 84.87589 33.53825 .000

Within group 136.6588 54 2.530719

Total 561.0383 59

Table Ⅲ. Results of one-way ANOVA

No/Roc군에서는 접착성 실패 양상이 모두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지르코니아 시편에서 나타났

으며 No/Sand군에서도 접착성 실패 양상이 모두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지르코니아 시편에서 나

타났다. Sand/Roc 군에서는 모든 접착성 실패 양

상이 알루미나 분사 표면 처리를 한 지르코니아

시편에서 일어났다.

3.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은 표면 가공에 의

한 규칙적인 형태를 보였고, 알루미나 분사 처리

한 시편은 거칠어진 표면이 관찰되었으며, 로카

텍 표면 처리 후에는 거친 표면과 도포된 실리카

Cohesive failure Mixed failure Adhesive failure

No/No 0 1 9

No/Roc No Roc

0 0 10 0

No/Sand No Sand

0 0 10 0

Sand/Sand 0 0 10

Sand/Roc Sand Roc

0 0 10 0

Roc/Roc 0 0 10

Table Ⅳ. Failure patterns

가 표면과 융합되었다(Fig. 9).

혼합성 파절에서는 레진 시멘트와 시편의 경계

면이 관찰되었으며, 접착성 파절에서는 접착 실

패가 일어난 레진 시멘트가 관찰되었다(Fig. 10).

고 찰

본 연구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지르코니아의

표면을 아무 처리하지 않은 경우, 알루미나 분사

처리한 경우, tribochemical 코팅을 하는 로카텍

처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처리 한 후 지르코니아

와 지르코니아 사이의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하

여, 지르코니아가 임플란트 지대주로 이용되고

상부에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사용될 때 결합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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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pictures of Zirconia ceramic(magnification x 500).

A: Grinding with 50 μm disk, B: Airborne particle abrasion with 110 μm alumina,

C: Rocatec conditioning.

Fig. 10. SEM pictures of failure patterns(magnification x 100).

A: Mixed failure, B: Cohesive failure.

도에 효과적인 표면처리방법이 무엇인지를 실험

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르코니아는 다른 도재와는 달리 실리카 성

분이 포함되지 않아 실리카와 반응하는 실란 처

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하여 도재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기계적 결

합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5). 지르코니

아에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하는 것은 표면에너

지, 접착을 위한 표면적,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 그러나 알루미나 분사 처

리는 지르코니아를 정방정상에서 단사정상으로

상변이를 일으키고 이는 굴곡 강도를 증가시키

기는 하나 미세 균열을 발생시켜 장기간의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실패

를 야기할 수 있다
17,18)

. Blatz 등
19)

은 분사입자에

의한 지르코니아의 미세 균열을 레진 시멘트가

보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르코니아의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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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노머가 포함된 프라이머나 레진 시멘트를

이용한 화학적 방법에 대한 실험도 여러 연구에

서 진행되었다13,14,20-22). 10-methacryloyloxy decyl

dihydrogen phosphate(MDP) 모노머가 포함된

Panavia F와 같은 레진 시멘트는 친수성인

phosphate기가 치면의 탈회를 일으켜 칼슘 이온

이나 아미노기와 결합하고 하이드록실기가 지르

코니아 표면의 하이드록실기와 반응한다. 하지

만 이러한 결합은 열순환처리 후에는 급격한 저

하를 나타내었다
23)

. 실리카 코팅을 통한 표면처

리방법이 지르코니아에 적용된 경우, 열순환처

리 후에도 전단결합강도가 크게 낮아지지는 않

았다
24)

.

로카텍 시스템은 세 단계의 표면처리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로 표면에 110 μm의 알루

미나 입자를 분사하여 요철을 형성하여 거칠기

를 증가시킨다. 그 후 실리카 코팅된 입자를 분

사하여 tribochemical 코팅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마지막 단계로 3M ESPE Sil을 이용한 실란 처리

를 하여 실리카 코팅된 무기질 표면과 유기질인

레진 시멘트 사이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Blatz 등
11)

은 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방법과 레

진 시멘트의 종류에 따른 전단결합강도를 비교

한 연구에서 로카텍 시스템으로 표면 처리를 하

고 Rely X Unicem으로 접착한 경우가 가장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Rely X

Unicem과 같은 계열인 Rely X U-200(3M ESPE,

Seefeld Germany)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각

각 로카텍 처리를 한 두 시편을 합착한 군의 결

합 강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자가 접착형 레진 시멘트는 치아에 대

한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단일단계로 사용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25)

.

Valandro 등
26)

은 지르코니아의 표면 처리에 따

른 미세전단결합강도와 미세인장결합강도에 대

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표면 처리에 따라 알루

미나 분사 표면 처리군과 로카텍 표면 처리군, 코

젯 표면 처리군으로 분류하고 전단결합강도와 미

세인장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 전단결합강도와

미세인장결합강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로카텍 처리를 한 지르코니아의 전단결합강

도가 27.2 ± 7.8 MPa로 가장 높았다. Jung등
27)

의

연구에서 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방법과 수 종의

시멘트에 따른 전단결합강도를 비교한 결과, 로

카텍 표면 처리를 하고 Rely X Unicem으로 접착

한 군의 전단결합강도가 12.54 ± 1.66 MPa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로카텍으로 표

면 처리한 두 시편을 접착한 군의 전단결합강도

가 7.00 ± 3.48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비하면 전단결합강도가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개의 표면 처리된 지르코니

아 시편을 접착함으로서 접착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한 시편과 로카텍 표면

처리를 한 시편을 접착한 군의 평균 전단결합강

도가 4.46 ± 1.62 MPa로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것

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듯이 로카텍 표면

처리가 알루미나 분사 처리에 비해 더 효과적이

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알루미나 분사 처리한 두 시편을 합착한 군에

서의 전단결합강도는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시

편을 합착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ern과 Wegner
28)

에 의하면 지르코니아에 알루미

나 분사 처리를 할 경우 표면의 거칠기가 확실히

증가하지만 금속에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한 경

우에 비해 제한되거나 최소한의 언더컷이 형성

되어 기계적 결합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접착 실패 양상을 살펴보면, 응집성 실패는 나

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실패 유형이 접착성 실

패였다. 접착성 실패 양상은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과 로카텍 표면 처리를 한 시편을 합착

한 군에서는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군에서 모두

접착성 실패가 나타났고,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과 알루미나 분사 처리한 시편을 합착한 군

에서도 모두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군에서 모두

접착성 실패가 나타났으며, 알루미나 분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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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시편과 로카텍 표면 처리를 한 시편을 합

착한 군에서는 알루미나 분사 처리를 한 시편에

서 모두 접착성 실패가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알루미나 분사 표면 처리가 표면 처리를 하지 않

았을 때보다 결합 강도를 증진시키고 알루미나

분사 표면 처리보다 로카텍 시스템을 이용한 표

면 처리가 지르코니아의 결합 강도를 증진시킨

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로 보아,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지르코니아 보철물 접착시 지르코니아

보철물 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지대주에도 로카

텍 시스템을 이용한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이 결합

강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면 처리된 두 개의 지르코

니아 시편을 접착함으로써 지르코니아 지대주와

보철물의 결합 강도를 증진시키는 표면처리방법

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구

강 내 환경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철물 형태로 제작한 지르코니아 시편과 장기

간의 수중 보관이나 열순환처리 등 구강 내 환경

을 재현한 실험을 시행하여 결합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의 표면처

리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면 처리를 시행하

지 않은 시편과 알루미나 분사 표면 처리, 로카

텍 시스템 표면 처리를 한 지르코니아 시편을 각

각 준비하였다. 이 중 두 개의 지르코니아 시편

을 이중 중합형 자가 접착 레진 시멘트로 접착하

고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두 개의 시편 모두 로카텍 시스템으로 표면 처

리하여 접착한 군(Roc/Roc)에서 전단결합강도

가 가장 높았다(P<0.05).

2. 표면 처리하지 않은 시편을 접착한 군(No/No,

No/Sand, No/Roc)과 두 개의 시편 모두 알루미

나 분사 처리한 시편을 접착한 군(Sand/Sand)

은 서로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의 군(Roc/Roc, Sand/Roc)에 비해서는 유

의하게 낮았다(P<0.05).

3. 접착 실패 후 파절 양상은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두 지르코니아 시편을 접착한 군(No/No)

에서 나타난 한 번의 혼합성 실패 외에는 모두

접착성 실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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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urface conditioning on the shear bond strength of zirconium-oxide

ceramic to resin cement. A total of 120 disk-shaped zirconium-oxide ceramic blocks(3-TZP, Kyoritsu, Tokyo, Japan) were

treated as follows: (1) no treatment; (2) sandblasting with 110 μm aluminum-oxide(Al2O3); (3) particles tribochemical silica

coating(RocatecTM, 3M ESPE). Then zirconium-oxide ceramic blocks were divided into six groups(10 for each group) and

bonded with resin cement(Rely X U-200, 3M ESPE). (1) No treatment / No treatment (2) No treatment / Sandblasting with

110 μm aluminum-oxide particles (3) No treatment / Silica coating (4) Sandblasting with 110 μm aluminum-oxide particles

/ Sandblasting with 110 μm aluminum-oxide particles (5) Sandblasting with 110 μm aluminum-oxide particles / Silica

coating (6) Silica coating / Silica coating. Each group was tested in shear bond strengths by UTM. Data analysis included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the Tukey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test (P=0.05). Group that bonded

two silica coated specimen showed a highest bond strength(P<0.05). Two silica coated surface conditioning group and

air-abrasion and silica coated surface conditioning group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with other groups(P<0.05). Other

groups had no significantly difference each other. Withi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Surface conditioning with Rocatec

treatment to each side of specimen provided the highest 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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