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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provided the basic data for selecting the zirconia blocks by compar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all ceramic crown between the domestic, import, translucent and shade blocks that were used in

clinically.

Methods: Currently, the most commercial block of five types(one import and two domestic block which is the

translucent and shade) were used. It were elucidated by means of three point bending test, hardness test, FE-SEM

observations and EDX analysis.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 hoc test for

significant findings. 

Results: For flexural strength, LT specimen was the highest as 733.1 , followed by JT specimen(712.0 ), ZT

specimen(646.0 ), LS specimen(553.1 ), JS specimen(429.0 ). One-way ANOV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for flexural strength(p<0.05). For hardness, ZT specimen was the highest as

1556.5 Hv, followed by JT specimen(1540.3 Hv), LT specimen(1512.3 Hv), JS specimen(1472.0 Hv), LS

specimen(1353.3 Hv). One-way ANOV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for

hardness(p<0.05).

Conclusion: Domestic block was higher than import block for flexural strength, and translucent block was higher

than shade block for flexural strength. However, all blocks showed clinically acceptable rang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ardness between domestic and import blocks. And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ranslucent and shade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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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치과수복물의기능적인역할뿐만아니라심미성에대한

요구가높아지면서, 다양한치과도재수복물중금속-도

재관보다 전부도재관을 선호하고 있다. 전부도재관의 종

류는 열가압성형에 의한 유리-세라믹형, 백류석 강화형,

알루미나강화형, 지르코니아형이있으며(Komine et al,

2004), 이 중에서지르코니아는기계적특성이우수하여

전치부와 교합압이 강한 구치부, 세라믹 포스트, 교의치,

임플란트 지대치, 교정용 브라켓 등 치과의 여러 분야에

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Denry & Kelly, 2008). 특

히치과용3D scanner와CAD/CAM 장비의발전으로편

리성 뿐만 아니라 수복물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변연적합

도의 향상으로 임상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Tinschert et al, 2001).

지르코니아는 금속원소인 지르코늄의 산화물인 산화지

르코늄(ZrO2)을일컫는말로서, 이트리아(Y2O3) 첨가물이

사용된 정방정계의 지르코니아(Yttria-stabilized

Tetragonal Zirconia Polycrystal; Y-TZP)는금속과비

교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심미적이

며, 열전도도가낮고, 알레르기반응과부식이전혀없는

생체 불활성 소재로서 생체친화성이 뛰어나다

(Vagkopoulou et al, 2009). 그리고외부자극을받으면

자체 내에 압축응력이 발생하여 균열의 전이를 억제하는

상전이 강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 코

어를 금속 코어와 비교하면 심미적이나 불투명한 백색을

띠고 있어 색조 재현성이 낮다는 결점이 있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불투명 도재인 masking liner를 도포하는 방

법과 착색 지르코니아 블록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Aboushelib et al, 2008). 국내의지르코니아블록시장

은기계적성질보다색조를강조하고있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와정반대로기계적성질이강조되고있다. 지르코니

아블록제조사도심미성을내세우며색조를강조하고있

지만, 전부도재관 코어 제작에 중요한 것은 색조가 아니

라 강도나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이다(Guazzato et al,

2004).

지르코니아의 기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로는 3점, 4점

bending test로 굴곡강도를 측정한 보고(이정수, 2008;

정효경과 곽동주, 2011)와 지르코니아의 구성 성분에 따

라 경도 값이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다(Pulgarin &

Albano, 2014). 그리고세라믹의기공양과분포(Ruiz &

Readey, 1996), 저온열화현상(Swab, 1991) 등이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표면처리방법에 따

라서도 물성이 변한다고 보고하였다(Kosmac et al,

1999). 하지만임상에서사용중인국내외의다양한지르

코니아 블록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르코니

아블록종류에따른기계적특성에관한비교연구가필

요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블록 중 수

입블록과국산블록, 그리고반투명블록과착색블록간

의기계적특성을비교연구하여지르코니아블록선택을

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임상에서많이사용하고

있는수입제품 1종과국산제품2종의반투명블록및착

색 블록 등 5종의 지르코니아 블록을 선택하여 굴곡강도

및경도를측정하고미세구조와원소분포변화를비교관

찰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재료

지르코니아 블록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입 제품 1종(ICE Zirkon transluzent, Zirkonzahn

GmbH, Italy)과 국산 제품 2종의 반투명 블록(iJAM

Emerald, U&C Inc., Korea; LUXEN Smile block,

DM FACTORY CO., Korea) 및 착색 블록(iJAM

Emerald shade, U&C Inc., Korea; LUXEN Smile

block shade, DM FACTORY CO., Korea) 등 5종의지

르코니아블록을사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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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제작

1) 3점 굽힘 시험(Three point bending test)

ISO 6872 dental ceramics의규격에따라3점굽힘시

험법을 위해 지르코니아 블록을 5㎜×1㎜×30㎜ 크기의

직사각형형태로그룹별로 10개씩을절단한후제조사의

지시대로 전용 소결로(Zirkonofen 600, Zirkonzahn

GmbH, Italy)에서소결한후시편의수평도를맞추기위

해표면을 SiC 연마지를사용하여연마하고초음파세척

하였다. 각각의 시편을 만능시험기(STM-5, United

Calibration Corporation, U.S.A.)의 지지대 중앙에 올

려놓고 지지대 간격은 10㎜, 분당 0.5㎜의 cross head

speed로 시편이 파절될 때까지 시편의 중앙에 수직으로

압축력을가하여최대하중을측정하였다.

2) 경도 시험(Hardness test)

제조사가 제시한 열처리 조건에 따라 전용 소결로에서

소결된 지르코니아 블록 시편을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

(HM-122, Mitutoyo Co., Japan)를 사용하여 하중

1kgf, 부하시간 20초의 조건으로 10번을 측정하여 평균

을구하였다.

3) 미세구조 관찰(Microstructural observations)

3점 굽힘 시험에 사용한 각 시편의 파절면과 미세구조

를관찰하기위해각시편의표면을금코팅후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Zeiss FE-SEM SUPRA25 and Raith

Quantum Elphy, Carl Zeiss AG, Germany)을 사용하

여관찰하였다.

4) 원소 분포 분석(Elemental distribution analysis)

각 시편의 원소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계방사주사

전자현미경 관찰에 사용한 시편을 사용하여 에너지 분산

형X선분광기(Apollo X, EDAX Inc., USA)로가속전압

15㎸의조건에서시행하였다.

3. 통계분석

SPSS Ver. 21.0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굴곡강도와 경도의

평균값과표준편차를구하고각그룹간의유의차를검정

하기 위하여 95% 신뢰도 조건에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Scheffe test를시행하였다.

Ⅲ. 결 과

1. 굴곡강도

굴곡강도시험결과는LT시편이 733.1±74.0 ㎫로가장

높게 나타났고, JT시편(712.0±45.5 ㎫), ZT시편(646.0

±28.5 ㎫), LS시편(553.1±15.7 ㎫), JS시편(429.0±

26.8  ㎫)순으로나타났다(Table 2). 일원배치분산분석결

과통계학적으로유의차가있었고(p<0.05), 다중비교분석

결과 ZT시편, JS시편과 LS시편사이에는유의차가있었

다(p<0.05).

Table 1.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GroupProduct name Manufacturer

ZT

JT

LT

JS

LS

ICE Zirkon transluzent

iJAM Emerald

LUXEN Smile block

iJAM Emerald shade

LUXEN Smile block shade

Zirkonzahn GmbH, Italy

U&C Inc., Korea

DM FACTORY CO., Korea

U&C Inc., Korea

DM FACTORY C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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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 The same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Fig. 1. FE-SEM micrographs of
fractured surface(×60);
⒜ ZT, ⒝ JT, ⒞ LT, ⒟ JS,
⒠ LS

2. 비커스경도

비커스경도시험결과는 ZT시편이 1556.5±10.8 Hv로

가장높게나타났고, JT시편(1540.3±72.8 Hv), LT시편

(1512.3±75.1 Hv), JS시편(1472.0±68.0 Hv), LS시편

(1353.3±78.0 Hv)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었고(p<0.05),

다중비교분석 결과 ZT시편, JT시편, LT시편, JS시편과

LS시편사이에는유의차가있었다(p<0.05).

3. 미세구조관찰

파단면의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파절의

시작은 인장력이 가해지는 아랫면에서 시작하였고, 파단

면에서 mirror, mist, hackle 등의 모양이 나타났으며,

방사상으로퍼져나가는양상이나타났다(Fig. 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flexural strength

pN
Flexural strength (㎫)

StDev.Mean
Group

.000

10

10

10

10

10

28.5

45.5

74.0

26.8

15.7

646.0a

712.0b

733.1b

429.0c

553.1d

ZT

JT

LT

JS

LS

a,b The same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Scheffe.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s of Vickers hardness

pN
Vickers Hardness (Hv)

StDev.Mean
Group

.000

10

10

10

10

10

10.8

72.8

75.1

68.0

78.0

1556.5a

1540.3a

1512.3a

1472.0a

1353.3b

ZT

JT

LT

JS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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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두균일하고치밀한소결양상을보이며특별한

결함은 보이지 않았다. 착색 블록(d, e)의 미세구조는 불

투명 블록(a, b, c)보다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g. 2. FE-SEM images for
each zirconia blocks(×
2,000); ⒜ ZT, ⒝ JT,
⒞ LT, ⒟ JS, ⒠ LS

4. 원소분포분석

원소분포분석결과, 모든시편의표면에나타나는원소

중 지르코늄의 함유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원

소들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착색 블록인 JS시편,

LS시편에서는탄소가검출되었다(Table 4).

Table 4. EDX analysis of specimens

LSGroup (wt.%)

82.25

7.27

0.44

5.14

4.89

0.01

JS

75.57

9.78

4.51

5.38

4.75

0.01

LT

79.39

11.51

5.11

3.99

JT

79.52

11.80

4.97

3.71

ZT

81.42

14.46

0.0015

3.96

0.1585

Zr

O

Al

Hf

Y

C

etc

Ⅳ. 고 찰

시판되고있는지르코니아블록중수입블록과국산블

록, 그리고반투명블록과착색블록간의기계적특성을

비교 연구하여 지르코니아 블록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해임상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수입블록 1

종과국산블록2종의반투명블록및착색블록등5종의

지르코니아 블록을 선택하여 굴곡강도 및 경도를 측정하

고미세구조와원소분포변화를비교관찰하였다.

세라믹과같이깨지기쉬운취성재료는압축력보다인장

력에약하므로굴곡강도를측정하여평가방법으로사용하

고있다(Ban & Anusavice, 1990). 이는구강내에서발생

하기쉬운굽힘력에저항하는정도를나타내므로취성재

료인세라믹이구강내에서얼마나잘버티는지를보기위

한 적합한 방법이다. 본 실험 결과, 국산 블록인 JT시편,

LT시편이수입블록인ZT시편보다더높은굴곡강도를보

였고, 반투명블록인ZT시편, JT시편, LT시편이착색블록

인 JS시편, LS시편보다더높은굴곡강도를보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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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든시편에서치과용지르코니아의굴곡강도인 900-

1200 ㎫보다낮게나타났는데이는측정법의차이, 시편의

크기, 하중을받는시편의면적, 하중속도, 절삭방법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Albakry et al,

2003). 하지만 5종의지르코니아블록모두국제표준규격

(ISO 6872)의 코어용치과세라믹이가져야하는최소굴

곡강도인 300 ㎫을만족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결

과는미세구조관찰과원소분포분석결과와일치하며, 특

히 착색블록이반투명블록보다굴곡강도가낮게나타난

원인은 탄소 성분이 첨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앞

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지르코니아 블록

의굴곡강도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Balak 등(2015)은분

말의조성, 기공및입자크기, 밀도등이영향을끼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요소중세라믹의밀도는분말의입자크기

에좌우되는큰입자와작은입자를혼합하여사용하면충

진밀도와강도가높아지고, 수축도와기포가감소한다. 이

처럼지르코니아블록의기계적특성에영향을주는충진

밀도에관한연구또한필요하다고생각한다.

경도는 연마성과 교합 마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

요하며, 피로강도를저하하고파절을유도하는재료의표

면흠집에대한저항을예측하는지표로유용한정보가될

수있다(Powers & Sakaguchi, 2006). 본 실험결과, ZT

시편의 경도가 가장 높았고, LS시편의 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국산블록과수입블록간의경도값은통계학

적유의차가없었으나, 반투명블록과투명블록간의경도

값은통계학적유의차가있었다. 이는미세구조관찰과모

든 시편에서 지르코늄의 함량이 유사하게 나온 원소분포

분석결과와일치할뿐만아니라, Rice 등(1994)이보고한

입자크기가작을수록경도는크다는보고와일치하였다.

파단면의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파절의

시작은 인장력이 가해지는 아랫면에서 시작하였고, 이는

시편의 아랫면에서 파절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Lawn 등(2001)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파단면에서

mirror, mist, hackle 등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는

Guazzato 등(2005)의 결과 보고인 파절이 시작되어 균

열이 천천히 성장하면서 부드럽게 나타나는 mirror,

mirror 밖으로 미세균열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mist, 균

열이빠르게성장하면서방사상으로퍼지는 hackle 모양

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파단면에서 방사상으로 퍼져나가

는 전형적인 세라믹의 파절 양상이 보였다는 Kelly 등

(1989)의보고와일치하는방사상으로퍼져나가는양상이

본실험에서도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블록의 굴곡

강도와경도를측정하여미세구조및원소분포변화를관

찰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임상가들에

게 전부도재관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지르코니아 블록의

선택시기초자료로활용되었으면한다. 그러나지르코니

아 수복물의 정밀도와 직결된 지르코니아 블록의 충진밀

도, 표면거칠기, 수축률, 투광도, 가공성등의다른요인

들에대하여서도복합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Ⅴ. 결 론

본연구는시판되고있는지르코니아블록중수입제품

과국산제품, 그리고반투명블록과착색블록간의기계

적 특성을 비교 연구하여 지르코니아 블록 선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제품 1종, 국산 제품 2종의 반투명 블록 및 착색 블

록등 5종의지르코니아블록을선택하여굴곡강도및경

도를 측정하고 미세구조와 원소분포 변화를 비교 분석하

여아래와같은결과를얻었다.

1. 국산블록이수입블록보다더높은굴곡강도를보였

으며, 반투명 블록이 착색 블록보다 더 높은 굴곡강도를

보였으나, 임상적허용범위내에속했다.

2. 국산 블록과 수입 블록 간의 경도 값은 통계학적 유

의차가없었으나, 반투명블록과착색블록간의경도값

은통계학적유의차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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