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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의 새로운 표면처리 방법이 레진 시멘트와의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지르코니아 표면처리 방법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면처리 미시행한 군(CON군), 100℃에서 9%
불산에 10분간 노출시킨 군(HF군), 15%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적용한 군(ZS15군), 30%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적용한
군(ZS30군), 50%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적용한 군(ZS50군). 표면처리한 지르코니아 위에 레진 시멘트를 적용하였고,
열 순환 처리 후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 전단결합강도에 대한 통계 방법으로 
Kruskal-Wallis test와 Mann-Whitney U test 및 Boneferroni correction를 사용하였다(α=.05/10=.005). 지르코
니아 슬러리를 적용한 군은 CON군과 HF군에 비해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p<.05/10=.005). 지르코니아 슬러리
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은 레진 시멘트와 지르코니아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증대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새로
운 표면처리 방법은 지르코니아가 지닌 접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르코니아의 보다 다양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레진 시멘트, 전단결합강도,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슬러리, 표면처리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ew surface treatment method of zirconia on 
the shear bond strength with resin cement. The zirconia specime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rface treatment. CON: non-treatment, HF: 10 minutes exposure to 9% HF, ZS15: Apply 15% ZrO2 
slurry, ZS30: Apply 30% ZrO2 slurry, ZS50: Apply 50% ZrO2 slurry. The resin cement was layered on 
the surface treated zirconia, and the shear bond strength between the zirconia and the resin cement 
was measured after thermo-cycling. The statistical methods for shear bond strength were 
Kruskal-Wallis test, Mann-Whitney U test, and Bonferroni correction(α=.05/10=.005). ZS15, ZS30, and 
ZS50 groups treated with zirconia slurry showed higher shear bond strength than CON and HF 
groups(p<.05/10=.005).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the surface treatment using zirconia slurry 
increased the shear bond strength with resin cement. The new surface treatment method complements 
and improves the limitations of the adhesion of zirconia, so that various clinical applications of 
zirconia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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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과 영역에서 지르코니아는 우수한 기계적,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체적합성과 심미성이 뛰어나 다양한 
보철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1-3]. 또한 지르코니아는 
900–1200MPa 범위의 굴곡강도와 1100MPa 이상의 파
절강도로 높은 기계적 특성을 지니며 생체 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3-7]. 이러한 지르코니아의 안
정적인 기계적, 화학적 표면 특성은 접착에 있어서 단점
으로 작용하였다[8,9].

지르코니아 접착에는 인산아연 시멘트, 글라스아이오
노머 시멘트, 하이브리드 아이오노머 시멘트, 레진 시멘
트 등의 다양한 시멘트가 사용되어왔으며, 사용하고자 하
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임상적으로 적절한 시멘트를 선
택하여 적용한다[1,10]. 그중에서도 자가 접착 레진 시멘
트는 변연 봉쇄능력과 유지력이 뛰어나며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지르코니아 보철물의 접착에 권장되
었다[11-13]. 한편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결합
력 증대를 위한 지르코니아의 기계적 및 화학적 표면처
리 방법이 시도되어왔다[12].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접착 강화를 위한 기
계적 방법은 연삭(grinding), 연마(abrasion), 샌드블라
스팅(sand-blasting)과 불산(hydrofluoric acid, HF)를 
이용한 에칭(etching) 등이 있다[13]. 기존 연구에서 샌
드블라스팅은 지르코니아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시
멘트와의 결합력을 높이지만, 정방정계의 결정구조에서 
단사정계로 상전이를 일으킬 뿐 아니라 미세균열로 인한 
보철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저하됨을 보고하였다[14]. 
화학적 방법으로는 접착 기능성 단량체를 함유한 프라이
머 및 레진 시멘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왔다[15,16]. 
접착 기능성 단량체인 10-methacryloyloxydecyl 
dihydrogen phosphate (10-MDP), 4-methacryloxyethyl 
trimellitic anhydride(4-META)등은 지르코니아 표면의 
산화층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결합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Tsuo 등[18]은 접착 기능성 단량체에 
따른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평가
한 연구에서 10-MDP, 4-META, methacryloyloxyalkyl 
thiophosphate derivatives(MEPS) 등의 접착 기능성 단
량체의 적용이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전단결합강
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적 방법은 
레진이 수분 흡수을 흡수하는 특성으로 인해 열 순환 처
리 후 결합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19,20]. 
또한 기계화학적 방법으로 알루미나에 실리카를 코팅하

여 샌드블라스팅 후 실란 처리하는 tribochemical 
silica coating 방법이 시도되었지만[21], 실리카 입자와 
지르코니아의 결합력이 낮아 효과가 작다는 연구가 보고되
었고[22-24], 실란 처리에 의한 실록산 결합은 수분에 의해 
가수분해 되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결과를 보였다[25].

이러한 기존 표면처리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표면처리 방법으로 사용하여 지르
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결합력을 증진 시키는 방법
이 고안되었다[26]. 반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 표면에 지
르코니아 및 탄소 분말, 증류수 등을 혼합한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도포하고 소결함으로써 지르코니아 입자가 지
르코니아 표면에 증착되고, 탄소가 소각되어 미세한 다공
성 표면이 형성되어 시멘트와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26].

이처럼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새로 개발된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의 효과 및 
지르코니아 슬러리의 적정 농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불산 처리를 하
는 방법 및 최근에 소개된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표면을 처리한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전단결합강도를 평가하여 새로운 표면처리 방법의 효용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실험 재료 및 시편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Y-TZP 지르코니아 블록(Zpex Smile; Tosoh,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직경 20mm, 높이 5mm인 원기둥 
형태의 시편을 총 50개 제작하고 다음과 같이 5개의 군
으로 분류하였다. CON 군: 표면처리를 시행하지 않은 
지르코니아 시편, HF 군: 소결된 지르코니아 표면을 9% 
불산(Zirconia Etchant; Medifive Co., Ltd, Incheon, 
Korea)을 100℃에서 10분간 노출한 뒤 초음파 세척하
여 건조한 시편, ZS15 군: 반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 표
면에 15% 농도의 슬러리를 1회 도포한 시편, ZS30 군: 
반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 표면에 30% 농도의 슬러리를 
1회 도포한 시편, ZS50 군: 반소결 상태의 지르코니아 
표면에 50% 농도의 슬러리를 1회 도포한 시편. 표면처리
에 사용된 지르코니아 슬러리는 지르코니아 및 탄소 분
말 등으로 구성된 혼합물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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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혼합물의 농도에 따라 15%, 30%, 50% 로 나누어 준
비하였다. 모든 지르코니아 시편은 제조사 지시에 따라 
1530°C에서 2시간 동안 소결하였다.

Materials Product 
name Composition Manufacture

Zirconia block Zpex Smile

5mol% Y2O2, 
0.25mol% AI2O2,

≤0.002mol% 
SiO2, Fe2O2

Tosoh, Tokyo, 
Japan

Hydrofluoric acid 
solution

Zirconia 
Etchant

9% Hydrofluoric 
acid in water

Medifive Co., Ltd, 
Incheon, Korea

Self-adhesive 
resin cement

MAZIC 
Cem MDP, Bis-GMA

Vericom, 
Anyang-si, 

Gyeonggi-do, Korea

Table 1.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2.2 레진 시멘트의 접착
표면처리한 지르코니아 시편 위에 내경 6mm, 높이 

3mm인 원기둥 형태의 몰드(Bonding Mold Inserts; 
Ultradent, South Jordan, UT, USA)를 고정하였다. 그
리고 MDP를 함유하는 자가접착 레진 시멘트(MAZIC 
Cem; Vericom, Anyang-si, Gyeonggi-do, Korea)를 
적용한 뒤 20초씩 세 방향에서 광중합을 시행하였고, 몰
드를 제거한 후 20초간 추가로 광중합을 시행하였다. 완
성된 50개의 시편은 5℃와 55℃의 수조에서 각 30초씩 
침적하여 10,000회의 열 순환을 시행하였다.

2.3 전단결합강도 측정

Fig. 1. Schematic diagram of shear-bond
strength testing

제작된 시편을 만능 시험기 (OUT-05D; Oriental 
TM Corp., Siheung-si, Gyenonggi-do, Korea)에 고
정하고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의 접착 계면에 
1.0mm/min의 cross-head speed로 하중을 가하였다
(Fig. 1). 아래의 공식에 따라 지르코니아 시편에서 레진 

시멘트가 분리될 때까지의 최대 하중(N)에 접착 면적
(mm2)을 나누어 전단결합강도(MPa)를 측정하였다.

 



2.4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Gemini SEM300; Carl Zeiss 

Microscopy GmbH, Oberkochen, Germany)을 이용
하여 전단결합강도 실험 전 시편의 표면을 관찰하고, 실
험 후 시편의 파절양상을 관찰하였다.

2.5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 ver. 25.0(IBM SPSS 

Statistic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
다. Shapiro-Wilks 정규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정규성
을 만족시키지 않아 Kruskal-Wallis 검정으로 군 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후 검정으로는 Mann-Whitney 
U 검정과 Bonferroni 보정을 사용하여 각 군 간의 유의
성을 확인하였다(α=.05/10=.005).

3. 연구 결과

3.1 전단결합강도
열 순환 처리 후 각 군들의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한 결

과를 Fig. 2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ZS15 군, ZS30 
군, ZS50 군, HF 군, CON 군 순으로 높은값을 보였으
며, ZS15 군과 ZS30 군 간(p=.009) 그리고 ZS30 군과 
ZS50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p=.019), 이외의 모
든 군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10=.005).

Group Mean±SD Significant p-value

CON 4.287±1.517 a

<.001

HF 7.811±1.546 b

ZS15 13.226±1.818 c

ZS30 11.062±1.428 cd

ZS50 9.567±0.506 d

Table 2. Results of shear-bond strength (MPa)

  

3.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전단결합강도 측정 전 시편의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

으로 10,000배율과 50,000배율에서 관찰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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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D) of 
shear-bond strength for each groups. a,b

Equal lette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5/10=.005).
CON: non-treatment, HF: 10 minutes
exposure to 9% HF at 100 degrees 
centigrade, ZS15: Apply 15% ZrO2 slurry
before sintering, ZS30: Apply 30% ZrO2
slurry before sintering, ZS50: Apply 50%
ZrO2 slurry before sintering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zirconia after surface treatment.

표면처리를 시행하지 않은 CON 군은 지르코니아 결정
립이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는 표면이 관찰되었고, 9% 불
산에 노출된 HF 군에서는 지르코니아 결정립 위에 미세
하게 거친 표면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다.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도포하여 소결한 ZS15 군, ZS30 군, ZS50 군
에서는 증착된 지르코니아 입자가 관찰되었고, 1µm 이
내의 기공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거친 표면을 형성하
였다.

전단결합강도 측정 후 각 군의 지르코니아 표면에서 
자가중합 레진 시멘트가 파절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Fig. 
4). CON 군에서는 지르코니아에서 레진 시멘트가 완전
히 분리된 접착 파절과 혼합 파절이 관찰되었다. HF 군, 
ZS15 군, ZS30 군, ZS50 군에서는 지르코니아 입자 사
이의 굴곡에 레진 시멘트가 골고루 잔존한 혼합 파절의 
양상을 보였다.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zirconia after shear-bo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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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지르코니아 표면에 대한 기계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서 레진 시멘트와의 결합력을 증진시키고자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에 대한 새로
운 표면처리 방법인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적용하여 레진 
시멘트와의 전단결합강도를 평가하고, 적정한 지르코니
아 슬러리의 농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르코니아 표면처리 후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사용한 군들은 지르코니아 입자 사
이로 1µm 이내의 기공과 함께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다. 
또한 Jo 등[26]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지르
코니아 슬러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더 많
은 다공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공성의 지르코니아 표면
은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접촉면적을 넓히고, 레
진 시멘트가 기공 사이에서 경화되어 언더컷에 의해 결합
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27]. 

전단결합강도 실험 후 파절양상을 관찰한 결과,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CON 군은 접착 파절과 혼합 파절이 
동시에 발생하였으나, 표면처리를 시행한 HF, ZS15, 
ZS30, ZS50 군에서는 혼합파절이 관찰되었다. 또한 지
르코니아 슬러리를 사용한 ZS15, ZS30, ZS50 군은 지
르코니아 기공의 언더컷에 의해 레진 시멘트가 지르코니
아 입자 사이에 잔존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사용하여 표면 처리한 군에
서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한다.

지르코니아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레진 시멘트와의 전
단결합강도를 측정한 결과,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이용한 
ZS15, ZS30, ZS50 군은 CON 군과 HF 군에 비해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Jo 등[26]의 연구에서 지르코니
아 슬러리를 적용한 군은 표면처리 하지 않은 군에 비해 
표면 거칠기와 전단결합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
다. 이는 지르코니아 슬러리는 소결 과정 중 탄소 입자가 
소각됨으로써 지르코니아의 표면에 다공성이 형성되어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레진 시멘트와의 기계
적 결합을 높인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한편 S Roedel 등[28]의 연구에서는 굵은 입자
의 지르코니아 분말에 미세한 지르코니아 분말의 함량을 
달리하여 다공성의 지르코니아를 제작하고 미세한 지르
코니아 분말 함량에 따른 다공성 평가, 마모 시험 및 압
축 강도 시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공성이 증가할수
록 지르코니아의 밀도와 압축 강도가 감소하는 등 기계

적 강도가 감소하였다[28,2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르
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압축강도와 전단결합강도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30]. 이 같은 사실은 
표면처리에 사용된 지르코니아 슬러리의 농도가 증가할
수록 지르코니아와 레진 시멘트 간의 전단결합강도가 감
소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산을 이용한 지르코니아의 표면처리 방법은 지
르코니아 슬러리를 사용한 군들에 비해서는 낮은 전단결
합강도를 나타냈으나 CON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asucci 등[31]과 Sriamporn 등[32]은 고농도의 불산
을 고온으로 장시간 적용 시 높은 에너지로 인해 입자 간
의 경계가 확대되고 상전이가 야기되어 거친 표면이 형
성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지르코니아 표면에 적용
된 고온의 불산에 의해서 거친 표면이 형성되어 전단결
합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험실 연구로 구강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모든 시편을 일정 조건에서 열 순환 시행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의 저작 기능이나 음식물과 타액에 따른 
pH 변화 및 보철물의 형태 등 임상적 재현이 제한적인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지르코니아 슬러리의 농도에 따
른 다공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다양한 기능성 단량
체가 함유된 레진 시멘트와의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사용한 표면처리 
방법이 레진시멘트와의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르코니아 슬러리의 적용은 아무런 표면처리 하지 
않거나, 불산을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보다 우수한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p<.05/10=.005).

2. 지르코니아 슬러리 농도에 따라 ZS15와 ZS30(p=.009) 
그리고 ZS30과 ZS50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p=.019), ZS15는 ZS50에 비해 전단
결합강도가 우수하였다(p<.05/10=.005).

본 연구의 한계 내에서, 지르코니아 슬러리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은 레진 시멘트와의 결합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써 효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표
면처리 방법을 통해 지르코니아가 지닌 접착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르코니아의 보다 다양한 임상
적 적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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