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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loring liquids on the shear bond strength between zirconia and
veneering ceramic. 

Methods: Zirconia(15 mm in diameter, 2.5 mm in thickness; n=40) used in the experiment were divided into 5
groups depending on the coloring liquid. Each specimen were polished using a polishing machine(LaboPol-2,
Struers, UK). A cylinder of veneering porcelain(6 mm in diameter, 3 mm in thickness) was fabricated and fired on
zirconia surfaces. The shear bond strength was measured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Model 4302, Instron,
USA). All data were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a one-way ANOVA and Tukey s multiple comparisons test. After the
shear bond test, fracture surfaces were examined by SEM.   

Results: Colored zirconia showed a higher shear bonding strength than that of uncolored zirconia except for
colored zirconia immersed in Zirkonzahn coloring liquid. In particular, colored zirconia immersed in Kuwotech
coloring liquid showed the highest shear bond strength. After the shear bond test, mixed failure patterns were
mainly observed in the failure between zirconia and veneering ceramic. 

Conclusion: Coloring liquid enhanced the shear bond strength zirconia and veneering ceramic than uncolored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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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르코니아는생체불활성세라믹재료로심미성과생체

적합성이우수할뿐만아니라내식성및내변색성이매우

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금속에비해보철물주위

잇몸 조직이 심미적이며, 열전도가 다른 치과재료들보다

낮으며, 독성이나 염증반응,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등많은장점때문에치과보철재료로써많이사용되

고있다(Manicone et al, 2007). 그러나지르코니아는불

투명하며 채도가 낮고, 백색의 색상을 가져 치아색조 재

현이 어렵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철물 제작

시 최종 도재 수복물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유색 지르

코니아의사용이중요하다. 

유색 지르코니아 블록을 제작하는 방법은 금속산화물

혼합법과 색소체용액(coloring liquid) 사용법이 있지만

이를제조하는회사들은유색지르코니아를제작하는자

세한방법을공개하지않고있다. 일반적으로금속산화물

과 희귀토류 산화물(rare earth oxide)이 유색 지르코니

아를 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최근

들어지르코니아를이용하여제작되는보철물이매우증

가하고있고이에따라임상에서요구되는심미적인만족

도를 성취하기 위한 유색(coloring) 지르코니아, 트란스

(translucent) 지르코니아, 그라데이션(gradation) 지르

코니아등다양한지르코니아블록이소개되고있다. 

지르코니아 분말에 금속의 착색제를 혼합하여 블록을

제작하는 금속산화물 혼합법은 제조공정이 고온에서 이

루어지기때문에고온에서발색의안정성이특별히요구

되며, 발색의어려움과착색제의종류, 첨가량그리고제

조공정등에따라소결온도가변하게되고지르코니아결

정립미세구조에영향을미쳐지르코니아블록의물리적

성질을 변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착색제를액체상태로지르코니아분말에첨가하는방법

은 균일하게 착색제를 분포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색소체용액을 사용하는 침지형의 지르코니아 유색

화과정은금속산화물분말에의한지르코니아발색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원하는 색조 재현이 용이하여 사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지르코니아 색조 재현을 통해 심미성은 향상되었으나

정밀한보철수복물의완성과투명도, 자연치아와의조화

를 위해서는 전장도재의 축조가 필요하다(Braga RR et

al, 2000). 지르코니아도재수복물에서대부분의실패는

도재의 파절이나 지르코니아와 도재의 결합부위에서의

파절에의한것으로알려져있다. 지르코니아와전장도재

의결합강도는화학결합의강도, 물리적상호결합, 계면

에서 결함, 젖음성,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 간의 열팽창

계수 차이로 발생하는 압축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

다(Al-Shehri et al, 1996; Isgro et al, 2003; De Jager

et al, 2005).

지르코니아전부도재관을구강내에서오랫동안안정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 코핑과 전장도재간

의 결합강도가 우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임상에서 사용

중인 색소체용액으로 제작한 유색 지르코니아와 전장도

재간의결합강도에관한정보가제한적이기때문에지르

코니아 색소체용액에 따른 유색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

의결합강도에관한비교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치과임상분야에서사용되고있

는 4종의 지르코니아 색소체용액을 사용하여 제작한 유

색지르코니아와전장도재간의전단결합강도를측정하고

파절양상을 관찰하여, 색소체용액에 따른 유색 지르코니

아와전장도재의결합강도를비교, 분석하고자한다.

Ⅱ. 연구 방법

1. 실험재료

1) 지르코니아

상용의분말(KZ-3YF type A, KCM, Japan)을사용하

여제작한지르코니아시편을사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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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zirconia powder

Composition Content (wt%)

ZrO2 (HfO2)

Y2O3

Al2O3

etc.

94.22%

5.43%

0.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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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논문

2) 색소체용액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A2계열의 색조를 띄는 4가지

종류의 색소체용액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색소체용액은

VITA In-Ceram짋2000 YZ LL1(VITA Zahnfabrik,

Germany), Zirkonzahn coloring liquid(Zirkonzahn,

Italy), Wieland coloring liquid(Wieland, Germany),

Kuwotech coloring liquid(Kuwotech, Korea) 이였다

(Table 2). 

3) 전장도재

전장도재는 Ivoclar vivadent사의 IPS e.max Ceram

A2 Dentin(Ivoclar vivadent,  Liechenstein)을 사용하

였다.

2. 실험방법

1) 실험군의 분류

실험군은 5개그룹으로분류하였다. 무색의지르코니아

를대조군으로하였고,  VITA In-Ceram짋2000 YZ LL1,

Zirkonzahn coloring liquid, Wieland coloring liquid,

Kuwotech coloring liquid에 침지한 후 소결한 유색 지

르코니아를실험군으로하였다(Table 3).

Group Code Coloring liqiud N

1

2

3

4

5

C

L

Z

W

K

8

8

8

8

8

None (uncolored)

VITA In-Ceram짋 2000 YZ LL1 (A2 shade)

Zirkonzahn coloring liquid (A2 shade)

Wieland coloring liquid (A2 shade)

Kuwotech coloring liquid (A2 shade)

Table 3. The experimental groups used in this study

Table 2. Coloring liquid used in this study

Coloring liquid Code

VITA In-Ceram짋2000 YZ LL1

Zirkonzahn coloring liquid

Wieland coloring liquid

Kuwotech coloring liquid

L

Z

W

K

2) 지르코니아 전소결 및 침지

지르코니아 시편을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소체 용

액침지법과유사하게전소결하였다. 지르코니아침지를

위한전소결은시편을소성로(Ovmat 2009짋, Manfredi,

Italy)에위치시키고상온에서 10℃/min의속도로 500℃

까지 상승시킨 후 3분간 유지한 다음 600℃까지 상승시

킨 후 5분간 유지하였다. 전소결이 끝난 시편은 10분간

실온에서냉각한후, 준비된색소체용액에 3분간침지하

고건조하였다.

3) 최종소결

건조된 시편을 지르코니아 전용 소결로(Kavo Therm,

Kavo, Germany)에넣고, 실온에서 1,000℃까지상승시

킨후 20분동안유지하고, 1,450℃로상승시켜 120분간

유지한후실온까지하강시켜소결을시행하였다. 최종적

으로소결된지르코니아시편은지름 15 mm, 높이가 2.5

mm이였다. 

4) 표면연마

색소체용액에침치후소결한시편(지름 15 mm, 높이

2.5 mm)의 연마는 Labopol-2(Struers, UK)를 이용하

여 시행하였고, #600 실리콘 카바이드 페이퍼(Struers,

UK)로마무리연마후, 세척하였다. 

5) 전장도재 축성

시편마다 동일한 접촉면과 크기를 갖는 도재를 축성하

기 위해 원기둥 주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장도

재(IPS e.max ceram dentin A2, Ivoclar viva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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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chtenstein)를 축성하였다. 전장도재는 소성 후 도재

의수축량을최소화하기위해 2회에걸쳐축성하고소성

하였다. 전장도재의 소성은 소성로(Esgaia짋, J.

MoritaMFG co., Japan)에서제조회사가제시하는소성

스케줄에 따라 소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재가 직경 6

mm, 높이 3 mm의원기둥의형태가되도록하였다.  

6) 전단결합강도 측정

하중이 지르코니아 시편과 전장도재 사이의 접착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전단결합강도 측정용 지그

에 고정한 뒤, 지르코니아에서 도재가 파절될 때까지 만

능시험기(Model 4302, Instron, USA)를 이용하여 전단

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Fig. 1). 지그를 이용하여 시편을

고정하고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 접착계면에 0.5

mm/min의 하중속도로 하중을 가하여 전장도재 실린더

가 지르코니아에서 분리될 때의 최대하중(P)을 측정한

후, 다음의식을이용하여전단결합강도를계산하였다.

MPa (전단결합강도) = P × 9.8 / (r2×π)

이식에서 P는최대하중 (kgf), r은전장도재실린더의

반지름 (mm) 이다.

7) 파단면 분류 및 관찰

지르코니아 시편과 전장도재의 접착 파절 실패 양상을

보기위해파단면을금-팔라디움합금코팅후, 저진공주

사전자현미경(JSM-IT300, Jeol, Japan)를 이용하여 관

찰하였다. 성분분석은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X-200, Horiba, Japan)를이용하여관

찰하였다. 지르코니아 시편으로부터 전장도재가 깨끗하

게탈락되면접착성파절(adhesive failure), 도재내에서

파절이 일어나면 응집성 파절(cohesive failure), 지르코

니아와도재와의접착계면에서접착성파절과응집성파

절이 같이 일어나면 혼합성 파절(mixed failure)로 분류

하였다. 

8) 통계분석

전단결합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각 군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1 프로그램(SPSS Inc,

IL, USA)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다중비교분석(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을 통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통계적유의성은 p < 0.05로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전단결합강도

각 군에서의 전단결합강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Table

4에 표시하였다.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의 평균 전단결

합강도는 24~27MPa로나타났다. 색소체용액침지후,

Kuwotech coloring liquid를 사용한 그룹(K)의 시편이

가장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으며, Zirkonzahn

coloring liquid를 사용한 그룹(Z)에서 가장 낮은 전단결

합강도를보였다(p < 0.05). 유색과무색지르코니아비교

시, Kuwotech coloring liquid를 이용하여 제작한 유색

지르코니아 그룹을 제외하고, 대조군인 무색 지르코니아

보다 유색 지르코니아가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p ＞

0.05)(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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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shear bond strength test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hear

bond strength (MPa)

SDMean
N

Shear bond strength
Group

1.36

2.35

2.07

2.03

1.97

24.85

26.24

24.14

26.63

27.28

8

8

8

8

8

C

L

Z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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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단면 관찰

전단결합강도실험에사용된시편에서지르코니아와전

장도재가접착되어있던면을중심으로파절양상을관찰

한 결과, 응집성 파절과 혼합형 파절 양상이 관찰되었다

(Fig. 3). 대부분의 시편에서 혼합형 파절이 나타났으며,

모든 실험군에서 접착성 파절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파절된 원통형의 도재 외측(Outer zone)은 도재 내에서

떨어져 나간 응집성 파절(cohesive failure)을 보인 반면

내측(Inner zone)는 응집성 파절 혹은 혼합성 파절

(mixed failure)을보였다.

Ⅳ. 고 찰

최근 환자들의 심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치과

CAD/CAM용 지르코니아 블록을 이용한 수복물 제작이

확대되고 있다. 지르코니아를 이용한 전부도재관은 구조

에따라크게코어와상부도재로이루어지는이중구조전

부도재관과단일구조로이루어진단일구조전부도재관으

로 나눌 수 있다. 이중구조 전부도재관은 상부도재 축성

을위해추가적인소성을필요로하며심미성이뛰어나지

만, 상부도재의파절강도가약하고지대치삭제량이많다

는단점이있다(정희찬, 2006). 또한, 지르코니아코어는

금속에 비해 심미적이지만 불투명한 백색이므로 자연치

의심미성을구현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지르코니아

를 절삭한 후 코어를 용액에 담궈 색을 부여하는 침전법

(dipping method)을 사용하여 색을 보완하거나 처음부

터 색조가 가미된 유색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기도 한다

(Shah et al, 2008). 

코어를제작할때사용하는침지법은예비소결된지르

코니아를담구는색소체용액(colour liquid)의농도및시

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원하는 색조를 얻는다(Ocana et

al, 1998). 유색 지르코니아는 색소체용액내에 존재하는

금속산화물의매우작은양의첨가로도지르코니아의기

계적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Huang et al,

2006; Liu et al, 2010). 지르코니아의 색상을 자연치의

색조와유사하게색소체용액을사용하여침지후제작하

여유색지르코니아를제작하면서이러한문제점들은대

부분해결되고있다. 그러나시판되고있는색소체용액과

전장도재간의 결합강도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시판되고있는색소체용액 4종을이

용하여 유색 지르코니아를 제작하고, 제작한 지르코니아

와 전장도재간의 전단결합강도와 파절양상을 비교 분석

하였다. 

재료 자체의 강도와 더불어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간

의 결합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전단결합강도는

외력이가해졌을때접착된 2가지재료가부러지거나파

절되기전에버틸수있는최대하중을단면적으로나누어

결합력을산출하는값으로정의되며(Guess et al, 2008),

측정방법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므로 지르코니아와 전

색소체용액침투가지르코니아및전장용세라믹의전단결합강도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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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hear bond strength (MPa).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level.
*. mean the lowest shear bond strength, **. mean the
highest shear bond strength. 

Figure 3. SEM images show fracture pattern after shear
bond strength test (× 25). 
(a) cohesive failure, (b, c) mixed failure.
P is represented porcelain, and Z is represented
zirc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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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재간의 전단결합강도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전단결합강도 시험 시, cross head speed가

높으면전단결합강도시험동안응집성실패를발생시키

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분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합강도값에영향을줄수있다. Hara 등(Hara et al,

2001)은 0.50 mm ~ 0.75 mm/min의 cross head 속도

는 접착성 실패를 좀 더 유발하기 때문에 전단강도 측정

에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0.5 mm/min

의 cross head speed를적용하였다.

금속-도재관에서금속코핑과전장도재의적절한결합

강도는 25 MPa 이상이되어야한다고알려져있지만, 본

연구에서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간의 전단결합강도는

24~27 MPa 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Al-Dohan 등

(2004)의 지르코니아 코어와 비니어 세라믹 시스템에서

임상적으로 적절한 전단결합강도 22-31 MPa, Dundar

등(2007)의 23-41 MPa 사이에있어본연구에서제작된

유색및무색의지르코니아는임상적으로적용하기에충

분하다고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Kuwotech coloring liquid용액으로 만

든 유색 지르코니아에서 전장도재와의 전단결합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Wieland coloring liquid, VITA

In-Ceram짋2000 YZ LL1, Zirkonzahn coloring liquid

용액순으로나타났다. Zirkonzahn coloring liquid를제

외한 색소체용액 처리에 따른 실험군의 전단결합강도는

대조군인무색지르코니아보다수치가증가하는양상을

보였다. 이는 색소체 용액 내에 존재하는 색소체의 함량

과성분에따라유색지르코니아의기계적특성에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장도재와의 전단결합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소체 용액의 사용방법, 용액

의침지양과침지시간, 용액의침투정도와깊이등에따

라전단결합강도가달라질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유색

지르코니아와전장도재간의결합강도에는다양한요인들

이영향을미치므로절대적인결과로보기에는한계가있

으므로 상대적 비교 평가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본연구에서제작한시편구조보다임상

에서제작되는형태는코팅과전장도재간의접촉면적이

증가하므로본연구의결과보다높은결합력을나타낼것

으로생각된다. 

지르코니아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지르코니아와 포

세린의 계면 및 지르코니아 결정의 연구에 많이 이용된

다. 본연구에서육안으로관찰시파절이전장도재내에

서 시작된 후 균열이 접착면 쪽으로 진행되어 접착면이

분리되는양상을보였다. 전장도재는원형의띠를이루며

외측에만 도재가 남아있었으며 내측은 도재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거나 일부 도재가 남아있는 양상을 보였다.

분리가 일어난 접착면은 지르코니아가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도재입자들이남아있었다. EDX 분석결과, 파절양

상에따라응집성파절에서는도재의성분만이관찰되었

고혼합형파절에서는지르코니아와도재의성분이함께

관찰되었다.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간의 결합력이 세라

믹의 파절 강도보다 높은 경우, 세라믹 내에서 응집파절

이시작되고세라믹의파절강도가낮다면계면파절의형

태가나타난다. 본실험에서는계면파괴형태와응집파

절형태가혼재된복합파절형태가많은것을확인하였

다.

본연구에서는치과 CAD/CAM용지르코니아와전장도

재간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고, 파절양상을 관찰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편은 임상적인 치과수

복물의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시편의 개수가 그룹

당 8개의시편으로많지않았기때문에일반화하기는어

렵다. 또한, 오랜 시간 구강 내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의

상황과도다르다는한계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

는치과수복물과유사한형태의시편을제작하고충분한

온도순환조건을적용하는실험이우선필요하다고생각

한다. 또한색소체용액으로제작된유색지르코니아수복

물의결합강도와실패양상은사용한색소체용액및표면

처리방법, 응력전달방법등다양한요소에의해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유색지르코니아와전장도재

를이용하여제작되는이중구조전부도재관수복물의내

구성과재료에대한안정적인사용을위한기초자료는제

시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색소체용액도

더시판되고있기에추후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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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시판되고있는치과 CAD/CAM용지르코니아 4종의색

소체용액을 이용하여 제작한 유색 지르코니아와 전장도

재간의전단결합강도와파절양상을비교분석한결과, 다

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4종의색소체용액을이용하여제작한유색지르코니

아중가장높은전단결합강도를보인그룹은 Kuwotech

coloring liquid용액으로 제작한 그룹이었으며, 가장 낮

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인 그룹은 Zirkonzahn coloring

liquid를사용하여제작한그룹이였다(p < 0.05).

2. Kuwotech coloring liquid용액으로제작한유색지

르코니아를 제외하고, 유색과 무색의 전단결합강도는 통

계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p＞ 0.05).

3. 지르코니아와 전장도재 간의 파절양상은 대부분 혼

합형파절양상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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