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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심미보철의 속-도재 은 속소재의 하부구조에 도재를 단계별로 소성하여 제작된다. 최근 새로운 기

술인 SLM법을 이용하여 하부구조를 제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재 의 하부구조를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작하고 도재를 단계별로 소성하여 도재소성단계와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변화를 측색기를 

이용하여 찰하 다. 도재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변화는 불투명도재 소성한 시편군(CN1, CC1, CT1, 

SC1, ST1)이 몸체도재소성 시편군(CN2, CC2, CT2, SC2, ST2)과 택소성 시편군(CN3, CC3, CT3, 

SC3, ST3)과 색차(ΔE=30이상)를 나타냈다(p<0.05). 그리고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 찰은 주조법으로 제

작된 하부구조(CN, CC, CT)와 SLM법을 제작된 하부구조(SC, ST)간의 색차(ΔE=1.5이하)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재의 소성단계에서는 몸체도재소성에서 색조가 표 되며,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색조는 임상 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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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rcelain fused metal was made through the progressive fused process of porcelain on 

substructure of metal material. The substructure was made using novel SLM metho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color change of porcelain using spectrophotometer 

equipment according to porcelain fused step and production methods after conducting the 

process of casting and SLM method of the substructure. The color change by step was 

indicated that fused opaque porcelain groups(CN1, CC1, CT1, SC1, ST1) had color difference(Δ

E=30) by comparison with fused body porcelain groups(CN2, CC2, CT2, SC2, ST2) and fused 

glazing porcelain groups(CN3, CC3, CT3, SC3, ST3) (p<0.05). and there was no color difference 

between the substrates(CN, CC, CT) made by the casting method and the substrates(SC, ST) 

made by the SLM method. so, the color change was expressed by fused change of porcelain, 

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lor of porcelain fused metal made by the SLM method can 

be applied clinical trials.

■ keyword :∣SLM∣Color Change∣Color Reproducibility∣

수번호 : #101007-007

수일자 : 2010년 10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2일

교신 자 : 정인성, e-mail : ischung@cup.ac.kr



치과용 레이저 선택가공 금속체의 도재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변화 관찰 237

I. 서 론

심미성을 하여 사용되는 치과보철은 부도재 과 

속-도재 이 있다. 부도재 은 심미성과 생체 합

성이 우수하여 사용이 늘고 있으나 기계  특성의 문제

로 용범 가 한정 이다. 그래서 부도재 에 비하

여 심미성이 다소 부족하나 기계  특성이 우수한 속

-도재 을 리 사용하고 있다[1].

속-도재 은 속소재의 하부구조에 도재를 소성 

결합하여 제작되어지며, 속구조에 의한 지지로 기계

 특성이 우수하다. 기의 속-도재 은 속의 색

조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색조를 보여 심미성이 부족

하 다[2]. 하지만 속의 색조를 차단하는 불투명도재

와 자연치의 학  특성을 구체 으로 재 할 수 있는 

상아질  법랑질 도재가 개발되어 속-도재 의 심

미성을 보완하 다[3]. 이러한 속-도재 의 심미성은 

불투명도재와 상부도재의 두께, 도재의 분말종류, 축성

기술, 택 등의 요인으로 색조에 향을 미치게 된다

[4]. 속-도재 의 심미성을 향을 미치는 요인  불

투명도재는 속의 고유색상을 감소시키기 하여 사

용되며 불투명도재의 정도에 따라 속-도재 의 색조

에 향을 주게 된다[5].

속-도재 의 색조에 향을 미치는 하부구조는  

Ni-Cr계 합 과 Co-Cr계 합 과 Ti계 합  그리고 Au

계 합 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Au계 합 은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두운색상의 산화막이 생성되지 않

아 다른 합 에 비하여 색조재 에 우수하며 Ni-Cr계 

합 과 Co-Cr계 합  그리고 Ti계 합 은 도재 소성 

시 어두운 색조를 가지는 산화막이 생성되어 색조재

성을 하여 불투명도재 도포가 요구되어진다[3].

속-도재 의 속하부구조는 일반 으로 납형을 

이용하여 주형을 만들고 속을 주조하는 방법으로 제

작되며, 일부에서는 속체(metal block)를 삭제

(milling)하여 하부구조를 제작하는 자동화 수치제어가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개발된 이 를 

이용한 선택용융법을 용하여 하부구조를 제작하는 

이  선택용융가공(Selective Laser Melting, SLM)

법이 소개되었다. SLM법은 기존의 속가공산업에서 

사용하는 쾌속 조형기술의 하나로 속분말에 이

를 조사하여 층하는 방법으로 3차원 형상의 구조를 

가공하는 기술이다[6].

이상의 소재와 제작방법으로 제작된 하부구조에 도

재를 단계별로 축성 후 소성하여 속-도재 을 제작

하게 된다. 이러한 속-도재 은 측색법에 의하여 색

조를 평가하게 된다. 기존의 색조 평가는 술자가 색견

본을 이용하 으나 술자의 주 인 요인과 환경에 의

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성 으로만 평가되었다[5].

그래서 객 인 색조평가를 한 방법으로 측색기

를 이용한 색조평가가 제시되었다[7]. 측색기는 먼셀의 

색표계의 기반으로 국제 조명 원회가 제정한 CIE 색

조계의 원리로 측색이 이루어진다. CIE 색조계는 명도

(L)과 빨강과 녹색범 (a) 그리고 노랑과 랑범 (b)

의 값을 이용하여 정량 인 색조값(ΔE)으로 제시한다

[8]. 

측색기를 이용하여 속-도재 의 색조의 평가한 선

행 연구에서 하부구조가 Ti계 합 인 속-도재 의 

표면처리에 따라 L값과 a값의 증가한다는 보고[9]와 

부도재 과 속-도재 의 색조 찰에서 속소재의 

하부구조를 가지는 속-도재 의 색조가 부도재

에 비하여 L값과 a값 그리고 b값이 감소되는 것을 보고

하 다. 그리고 도재 소성의 최종단계인 택 소성의 

방법에 따라 색조의 차이가 나타났다[10]. 

선행 연구에 의하여 속-도재 의 색조가 하부구조

의 소재특성과 도재 소성단계가 색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재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평가에 한 연구가 미비하며, 새로운 기술인 SLM법으

로 제작된 하부구조의 속-도재 의 색조평가에 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도

재의 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변화와 SLM법으로 제작된 

하부구조의 속-도재 의 색조변화를 찰하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재 의 하부구조를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작하고 도재를 단계별로 소성하여 도재

소성단계와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찰하고

자 한다. 도재소성단계에 따른 색조변화 찰로 속-도

재  색조에 향을 미치는 소성단계에 하여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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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새로운 기술인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색조평가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단된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시편 

1.1 시편 소재

색조의 변화를 찰을 해 주조법으로 하부구조 제

작한 시편의 소재는 치과용으로 상용화된 도재용 

Ni-Cr합 (Bellabond-N, Bego, Germany), Co-Cr합

(Wirobond-C, Bego, Germany), Ti합 (Tritan, 

Dentaurum, Germany)을 사용하 다. 그리고 SLM법

으로 하부구조 제작 시편의 소재는 제작특성으로 인하

여 Ni-Cr합 이 제외하고 치과용 SLM법에 사용되는 

Co-Cr합 (ASTM75 powder type. MTT, Germany)과 

Ti합 (Ti-6Al-7Nb powder type. MTT, Germany)을 

사용하 다.

1.2 하부구조 시편 제작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한 시편의 하부구조는 주

조법과 SLM법으로 분류하여 제작하 다. 주조법을 이

용하여 제작한 하부구조 시편은 가로 10㎜, 세로 10㎜, 

두께 2㎜ 정사각 형태의 납형을 제작하고 Ni-Cr계 합

(CN군), Co-Cr계 합 (CC군), Ti계 합 (CT군)을 

통법의 주조과정으로 주조체를 제작하 다. 그리고 주

조체를 경면연마 후 직경 50㎛의 산화알루미늄을 사용

하여 샌드블라스  후 10분간 음  세척을 실시하

다. SLM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하부구조 시편은 가로 

10㎜, 세로 10㎜, 두께 2㎜ 정사각 형태의 3차원 형상

을 CAD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고 SLM장비

(SLM-250, MTT, Germany)에서 Co-Cr계 합 (SC군)

분말과 Ti계 합 (ST군)분말을 이용하여 SLM가공 하

다. 그리고 가공체를 경면연마 후 직경 50㎛의 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샌드블라스  후 10분간 음  

세척을 실시하 다[표 1].

표 1. 시편 분류

시편 소성단계 소재 n
CN1 1단계

Ni-Cr계 각 5CN2 2단계

CN3 3단계

CC1 1단계

Co-Cr계 각 5CC2 2단계

CC3 3단계

CT1 1단계

Ti계 각 5CT2 2단계

CT3 3단계

SC1 1단계

Co-Cr계 각 5SC2 2단계

SC3 3단계

ST1 1단계

Ti계 각 5ST2 2단계

ST3 3단계

1.3 도재의 단계별 소성

도재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작된 하부구조시편을 도

재소성을 하여 처리를 실시하 다. 하부구조시편

들을 도재로(porcelain furnace)에서 650～960℃까지 진

동상태로 3분간 상승시켜 1분간 계류하는 방법으로 실

시하 다. 처리를 실시한 하부구조시편에 상용되는 

불투명도재(opaque), 몸체도재(body), 택도재

(glazing)를 단계별로 소성을 실시하 다.

표 2. 도재 소성 단계

조건
도재

Dry
Time
(min)

Start
Temp.
(℃)

Heat
Rate
(℃/min)

Firing
Temp.
(℃)

Hold
Time.
(min)

Vacuum 

opaque

(1단계)
5 700 60 960 1 ○

body

(2단계)
6 600 60 900 1 ○

glazing

(3단계)
1 600 60 830 1 ×

도재소성 1단계는 paste상의 불투명도재를 용 붓을 

이용하여 도포하고 5분간 건조 후 700～960℃까지 진

공상태로 분당 60℃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1분간 계류 

하 다. 소성 후 불투명도재의 두께는 0.2㎜로 가공하

다. 2단계는 몸체도재 분말 150㎎를 증류수와 교반하

여 용 붓으로 시편에 축성하고 6분간 건조 후 600～

900℃까지 진공상태로 분당 60℃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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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계류 하 다. 3단계는 택액을 용 붓으로 도

포하고 1분간 건조 후 600～830℃까지 분당 60℃로 온

도를 상승시키고 1분간 계류 하 다[표 2].

3. 시험 방법

3.1 색조 측정

속-도재 의 하부구조를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

작하고 도재를 단계별로 소성하여 단계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측색기(Easyshade compact, 

VITA, Germany)를 이용하 다. 측색기는 측색  색

조기 조정(calibration)을 실시하 다. 색조측정은 각 5

개 시편들의 앙부를 심으로 2회씩 측정하여 시편

군당 10개의 결과를 취득하 다. 측색결과는 CIE표색

계 기 으로 산출되어 제시되는 △E, L, a, b 수치를 취

득하 다.

3.2 통계 분석

실험결과 자료는 통계 로그램(PASW, SPSS Inc., 

ver 18.0k)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는 일원배치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후 사후검정분석

(Scheff)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색조 측정 결과

1.1 도재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 측정 결과

속-도재 의 하부구조를 2종의 제작방법으로 제작

하고  도재의 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를 측정한 결과다

음과 같다. 색조측정 결과 각 시편별로 CN군에서는 소

성단계에 따른 ΔE값이 1단계에서 50.3(±2.8), 2단계에

서 14.1(±0.1) 3단계에서 13.3(±0.1)의 수치가 측정 되었

으며, CC군에서는 단계별로 51.9(±2.8), 13.2(±0.4), 

13.5(±0.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CT군에서는 

46.8(±2.7), 13.3(±0.4), 13.5(±0.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SC군에서는 44.4(±2.6), 14.1(±0.8), 14.5(±0.8)의 수치가 

측정되었으며, ST군에서는 52.7(±2.3), 14.6(±0.4), 

14.9(±0.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표 3].

표 3.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ΔE L a b

CN1 50.3(±2.8) 12.9(±2.7) 1.9(±0.1) 12.3(±0.7)

CN2 14.1(±0.1) 77.4(±0.2) 8.7(±0.0) 39.7(±0.0)

CN3 13.3(±0.1) 78.6(±0.2) 7.4(±0.0) 39.1(±0.0)

CC1 51.9(±2.8) 11.3(±2.7) 2.5(±0.1) 11.9(±0.8)

CC2 13.2(±0.4) 76.3(±0.7) 8.7(±0.1) 38.5(±0.1)

CC3 13.5(±0.4) 77.3(±0.7) 7.6(±0.1) 38.0(±0.1)

CT1 46.8(±2.7) 16.2(±2.6) 2.4(±0.1) 13.1(±0.8)

CT2 13.3(±0.4) 77.6(±0.3) 8.4(±0.1) 38.9(±0.4)

CT3 13.5(±0.4) 78.3(±0.3) 7.5(±0.1) 38.3(±0.4)

SC1 44.4(±2.6) 18.4(±2.5) 2.7(±0.0) 14.2(±0.7)

SC2 14.1(±0.8) 78.2(±0.4) 8.6(±0.2) 39.5(±0.8)

SC3 14.5(±0.8) 79.5(±0.4) 7.9(±0.2) 39.1(±0.8)

ST1 52.7(±2.3) 10.7(±2.2) 2.3(±0.1) 11.4(±0.6)

ST2 14.6(±0.4) 74.7(±0.8) 9.0(±0.2) 40.6(±0.5)

ST3 14.9(±0.4) 75.4(±0.8) 8.2(±0.2) 40.0(±0.5)

도재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변화(ΔE값)를 통계분석

을 실시한 결과 NC군에서 1단계의 NC1시편이 2단계의 

NC2시편과 3단계의 NC3시편 간에 유의차(p<0.05)가 

있으며, CC군에서 CC1시편이 CC2시편과 CC3시편 간

에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T

군에서 CT1시편이 CT2시편과 CT3시편 간에 유의차

(p<0.05)가 나타났다[그림1-3]. 

그림 1. CN군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그림 2. CC군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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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T군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SC군에서는 SC1시편이 SC2시편과 SC3시편 간에 유

의차(p<0.05)가 있으며, ST군에서는 ST1시편이 ST2

시편과 ST3시편 간에 유의차(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그림 5].

그림 4. SC군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그림 5. ST군의 소성단계에 따른 색조 결과

1.2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 측정 결과

속-도재 의 하부구조를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

작하고 도재를 소성하여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를 측정

결과 다음과 같다.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도재소성의 최종단계인 택 소성한 3

단계의 시편들의 측정결과이다[표 4].

표 4.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 결과

　 ΔE L a b

CN3 13.3(±0.1) 78.6(±0.2) 7.4(±0.0) 39.1(±0.0)

CC3 13.5(±0.4) 77.3(±0.7) 7.6(±0.1) 38.0(±0.1)

CT3 13.5(±0.4) 78.3(±0.3) 7.5(±0.1) 38.3(±0.4)

SC3 14.5(±0.8) 79.5(±0.4) 7.9(±0.2) 39.1(±0.8)

ST3 14.9(±0.4) 75.4(±0.8) 8.2(±0.2) 40.0(±0.5)

일반 인 주조법으로 제작한 시편은 CN3시편과 CC3

시편 그리고 CT3시편이며, SLM법으로 제작한 시편은 

SC3시편과 ST3시편이다. 색조측정 결과 CN3시편의 Δ

E값은 13.3(±0.1), CC3시편은 13.5(±0.4), CT3시편은 

13.5(±0.4)의 수치가 측정되었고, SC3시편은 14.5(±0.8), 

ST3시편은 14.9(±0.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제작방법

에 따른 색조변화(ΔE값)를 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SC3시편이 NC3시편과 유의차(p<0.05)가 있으며, CT3

시편이 NC3시편, CC3시편, CT3시편과 유의차(p<0.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속-도재 의 도재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변화와 

SLM법으로 제작된 하부구조의 속-도재 의 색조를 

평가하고자 하 다. 시험을 해 하부구조를 주조법과 

SLM법으로 제작하고 도재를 단계별로 소성을 실시하

여 도재소성단계와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의 변화를 

찰하 다.

도재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측정결과는 측색기를 이

용하여 ΔE수치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ΔE수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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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이를 색차방정식으로 산출한 값으로 ΔE수치가 3.7 

이상의 차이일 때 육안으로 별이 가능하며[11], 치과 

임상  범 는 ΔE수치가 3.3이상 일 때 색조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그리고 색조의 숙련도에 따

라 ΔE수치가 1이하의 차이일 때 육안으로 색조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3]. 이러한 연구들을 통

하여 미국치과의사 회에서는 ΔE수치가 2 이상의 차

이를 가질 때 색조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 다

[14]. 

도재의 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측정결과에서 1단계인 

불투명도재 소성한 시편군의 색조가 2단계 몸체도재 

소성한 시편군의 색조와 3단계 택 소성한 시편군의 

색조에 비하여 ΔE수치가 약 30이상 높게 나타나 미국

치과의사 회의 색차 규정을 넘어 도재소성 1단계시편

군과 2단계 시편군, 3단계 시편군은 색조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2단계 몸체도재 소성 시편군

과 3단계 택 소성한 시편군 간에 ΔE수치가 1이하의 

차이로 도재소성 2단계 시편군과 3단계 시편군 간에는 

색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색조의 차이를 색차방정식의 요소에서 명도를 나타

내는 L수치와 빨강색-녹색을 나타내는 a수치 그리고 

노랑색- 랑색을 나타내는 b수치로 분석하 을 때 1단

계인 불투명도재 소성한 시편군의 L값은 아주 낮게 나

타났으며, a값과 b값은 2단계와 3단계의 시편군에 비하

여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1단계 도재를 소성한 시편군

은 명도가 낮고 녹색과 랑색에 가까운 색조를 가지는 

어두운색조인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2단계 몸체도재 

소성 시편군과 3단계 택 소성한 시편군의 L값은 1단

계 시편군들에 비하여 아주 높으며, a값과 b값 한 높

게 나타났다. 그래서 2단계와 3단계 시편군은 명도가 

높고 녹색과 노랑색에 가까운 밝은색조를 가지는 것으

로 단된다.

도재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측정결과를 분석하 을 

때 속하부구조의 색조를 감소시키는 불투명도재 소

성 다음 단계인 2단계 몸체도재 소성단계에서 표 하

고자 하는 색조에 가까운 색조를 가지는 것으로 단되

며, 3단계 택 소성단계에서는 몸체도재의 색조와 차

이를 나타나지 않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속-도재 의 하부구조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변화

를 찰하기 하여 주조법으로 CN3시편과 CC3시편 

그리고 CT3시편을 제작하 으며, SLM법으로 SC3시

편과 ST3시편을 제작하 다.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측

정 결과 SC3시편과 CN3시편 간에 유의차를 보이나 ΔE 

값의 색차는 1.1이며, CT3시편과 CN3시편, CC3시편, 

CT3시편 간에도 유의차를 보이나 약 1.5 이하의 차이

를 가진다. 이러한 ΔE수치의 차이는 색차규정의 허용 

범 에 해당되는 색차이다.

하부구조의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 찰 결과 재 

리 사용되는 주조법으로 제작된 하부구조와 SLM법으

로 제작된 하부구조의 속-도재 의 색조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기술인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색조는 임상에 용

이 가능한 색조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재 의 도재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 변화와 제작방법에 따른 색조변화를 분석하 다.  

도재의 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를 분석한 결과  속의 

색조를 감소하는 1단계 불투명도재를 기반으로 2단계 

몸체도재에서 속-도재 의 색조가 표 하고자 하는 

색조에 가까운 색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

고 새로운 기술의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색조는 임상 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재의 소성 단계에 따른 색조 변

화와 새로운 기술의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색조의 평가를 하 으나, 속-도재 의 색조변화는 여

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정량 인 색조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되다. 그리고 

SLM법으로 제작된 속-도재 의 임상 용을 해서

는 색조 평가뿐만 아니라 물리 , 생물학  평가를 통

한 평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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