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용 도재의 재소성 과정중 수분 

함량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박   혜   양



치과용 도재의 재소성 과정중 수분 

함량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  이  근  우  교수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박    혜    양



박혜양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6월    일



iv

感謝의 

  문득 産苦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고통을 겪고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 소중한 

줄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 소중함을 감상하면서 論文이 완

성되기까지 미뤄왔던 日常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먼저 심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경남 교수님, 한종현 교수님과 바쁘신 가운데

도 助言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용근 교수님, 심준성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료학 교실원 여러분과 세라믹 공학과 오승한 강사님께도 감사의 말 을 전합니

다. 수련을 마친 후에도 1년여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던 보철과 수련의 선생

님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연구실을 빌려주시며 격려해주셨던 이근우 지도 교수님, 제

게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소중한 가르침들은 앞으로 一生의 敎訓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한결같이 믿고 지지해주시는 부모님과 제 든든한 후원자인 

동생들, 혜원이와 弟夫, 민정, 창건이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2년   6월   일 

                                                                      著者 



v

차       례

감사의 ․․․․․․․․․․․․․․․․․․․․․․․․․․․․․․․․․․․․․․․․․․․․․․․․․․․․․․․․․․․․․․ ⅳ

그림 차례 ․․․․․․․․․․․․․․․․․․․․․․․․․․․․․․․․․․․․․․․․․․․․․․․․․․․․․․․․․․․․․․ ⅵ

표 차례 ․․․․․․․․․․․․․․․․․․․․․․․․․․․․․․․․․․․․․․․․․․․․․․․․․․․․․․․․․․․․․․ ⅶ

국문 요약 ․․․․․․․․․․․․․․․․․․․․․․․․․․․․․․․․․․․․․․․․․․․․․․․․․․․․․․․․․․․․․․ ⅸ

Ⅰ. 서 론 ․․․․․․․․․․․․․․․․․․․․․․․․․․․․․․․․․․․․․․․․․․․․․․․․․․․․․․․․․․․․․․  1

Ⅱ. 연구재료 및 방법 ․․․․․․․․․․․․․․․․․․․․․․․․․․․․․․․․․․․․․․․․․․․․․․․․․․․  6

    가. 연구재료 ․․․․․․․․․․․․․․․․․․․․․․․․․․․․․․․․․․․․․․․․․․․․․․․․․․․․․․․․  6

    나. 시편 제작 및 연마 ․․․․․․․․․․․․․․․․․․․․․․․․․․․․․․․․․․․․․․․․․․․․․․․  6

    다. 겉보기 기공률 산출 및 시편의 포수량 ․․․․․․․․․․․․․․․․․․․․․․․․․․․․  7

    라. 2차 소성 및 적외선 분광도(FT-IR) 측정 ․․․․․․․․․․․․․․․․․․․․․․․․․․  9

    마. 굽힘강도 및 파괴인성 실험 ․․․․․․․․․․․․․․․․․․․․․․․․․․․․․․․․․․․․․․ 11

    바. X선 회절법 분석 ․․․․․․․․․․․․․․․․․․․․․․․․․․․․․․․․․․․․․․․․․․․․․․․ 13 

    사. 도재 시편의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 13

    아. 타액내 시편 배양 및 세척 과정에 관한 실험 ․․․․․․․․․․․․․․․․․․․․․․ 31

    아. 타액내 시편 배양 및 세척 과정에 관한 실험 ․․․․․․․․․․․․․․․․․․․․․․ 13

    자. 통계분석 ․․․․․․․․․․․․․․․․․․․․․․․․․․․․․․․․․․․․․․․․․․․․․․․․․․․․․․․ 14

    가. 겉보기 기공률 산출 및 시편의 포수량 ․․․․․․․․․․․․․․․․․․․․․․․․․․․․․ 15

    나. 적외선 분광도 측정 ․․․․․․․․․․․․․․․․․․․․․․․․․․․․․․․․․․․․․․․․․․․․․․ 15

    다. 굽힘강도 ․․․․․․․․․․․․․․․․․․․․․․․․․․․․․․․․․․․․․․․․․․․․․․․․․․․․․․․․ 24

    라. 파괴인성 ․․․․․․․․․․․․․․․․․․․․․․․․․․․․․․․․․․․․․․․․․․․․․․․․․․․․․․․․ 25

    마. X선 회절법 분석 ․․․․․․․․․․․․․․․․․․․․․․․․․․․․․․․․․․․․․․․․․․․․․․․․ 26

    사. 도재 시편 표면의 관찰 ․․․․․․․․․․․․․․․․․․․․․․․․․․․․․․․․․․․․․․․․․․ 29

Ⅲ. 연구성적 ․․․․․․․․․․․․․․․․․․․․․․․․․․․․․․․․․․․․․․․․․․․․․․․․․․․․․․․․․․․․ 15

Ⅳ. 총괄 및 고찰 ․․․․․․․․․․․․․․․․․․․․․․․․․․․․․․․․․․․․․․․․․․․․․․․․․․․․․․․ 33

    바. 강도와 포수량 ․․․․․․․․․․․․․․․․․․․․․․․․․․․․․․․․․․․․․․․․․․․․․․․․․․ 28



vi

그림 차례

문요약 ․․․․․․․․․․․․․․․․․․․․․․․․․․․․․․․․․․․․․․․․․․․․․․․․․․․․․․․․․․․․․․․ 50

Ⅴ. 결론 ․․․․․․․․․․․․․․․․․․․․․․․․․․․․․․․․․․․․․․․․․․․․․․․․․․․․․․․․․․․․․․․ 41

참고문헌 ․․․․․․․․․․․․․․․․․․․․․․․․․․․․․․․․․․․․․․․․․․․․․․․․․․․․․․․․․․․․․․․ 43

Fig. 1. Stainless steel mold for porcelain specimen build-up ․․․․․․․․․․․․․  6

Fig. 2. Schematic diagram for method and experimental group ․․․․․․․․․․․  8

Fig. 3. IR reflectance data reading ․․․․․․․․․․․․․․․․․․․․․․․․․․․․․․․․․․․․․ 10

Fig. 4. IR absorbance data reading ․․․․․․․․․․․․․․․․․․․․․․․․․․․․․․․․․․․․․ 11

Fig. 5. Indentation method for fracture toughness ․․․․․․․․․․․․․․․․․․․․․․․ 12

Fig. 6. Example of IR reflectance reading in opaque group ․․․․․․․․․․․․․․ 17

Fig. 7. IR reflectance in opaque group ․․․․․․․․․․․․․․․․․․․․․․․․․․․․․․․․․․ 17

Fig. 8. Example of IR reflectance reading in opal group ․․․․․․․․․․․․․․․․ 19

Fig. 9. IR reflectance in opal group ․․․․․․․․․․․․․․․․․․․․․․․․․․․․․․․․․․․․․ 20

Fig. 10. Example of IR absorbance reading in opal group ․․․․․․․․․․․․․․․ 22

Fig. 11. IR absorption coefficient in opal group ․․․․․․․․․․․․․․․․․․․․․․․․․ 23

Fig. 12. Flexural strength ․․․․․․․․․․․․․․․․․․․․․․․․․․․․․․․․․․․․․․․․․․․․․․ 24

Fig. 13. Fracture toughness in opal group ․․․․․․․․․․․․․․․․․․․․․․․․․․․․․․ 25

Fig. 16. Fracture toughness and water absorption ․․․․․․․․․․․․․․․․․․․․․․․․ 29

Fig. 17.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 refired  

           opaque specimen without water immersion ․․․․․․․․․․․․․․․․․․․ 30

Fig. 18.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 refired  

           opal specimen without water immersion ․․․․․․․․․․․․․․․․․․․․․ 30

           and refired opaque specimen with predry treatment ․․․․․․․․․․․ 30

Fig. 19.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Fig. 15. Flexural strength and water absorption ․․․․․․․․․․․․․․․․․․․․․․․․․ 28

Fig. 14. Examples of XRD data reading ․․․․․․․․․․․․․․․․․․․․․․․․․․․․․․․․․ 27

41



vii

표 차례

Fig. 21.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Fig. 20.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que specimen with no predry treatment ․․․․․․․․ 31

Fig. 23. SEM of ultrasonically-cleansed specimen for 15 min(×3000)  ․․․․․ 32

Fig. 28. SEM of ultrasonically-cleansed specimen for 30 min(×12000) ․․․․ 32

Fig. 22.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l specimen with no predry treatment ․․․․․․․․․․․ 31

Fig. 25. SEM of MMA-immersed specimen surface for 15 min(×3000) ․․․․ 32

Fig. 29. Water-glass reaction ․․․․․․․․․․․․․․․․․․․․․․․․․․․․․․․․․․․․․․․․․․ 34

Fig. 30. Surface irregularity after refiring in water immersed

           opaque specimen surface ․․․․․․․․․․․․․․․․․․․․․․․․․․․․․․․․․․․․․ 36

Table 10. IR reflectance at 1649~1561cm− 1  in opal group ․․․․․․․․․․․․․․․․ 21

Table 9. IR reflectance at 3590~3310cm− 1  in opal group ․․․․․․․․․․․․․․․․ 21

Table 8. Peak wave number in opaque IR reflectance ․․․․․․․․․․․․․․․․․․ 20

Table 7. IR reflectance at 1582~1536cm− 1  in opaque group ․․․․․․․․․․․․․ 18

Table 6. IR reflectance at 3335~3510cm − 1  in opaque group ․․․․․․․․․․․․ 18

Table 5. Peak wave number in opaque IR reflectance ․․․․․․․․․․․․․․․․․․ 16

Table 4. Specimen mean weight and apparent porosity ․․․․․․․․․․․․․․․․․ 15

Table 3. Decontamination protocol for saliva immersed specimen ․․․․․․․․․ 14

Table 2. Specimen classification and number of specimens ․․․․․․․․․․․․․․․  9

Table 1. Firing schedule ․․․․․․․․․․․․․․․․․․․․․․․․․․․․․․․․․․․․․․․․․․․․․․․  7

Fig. 24. SEM of 50% HCl-immersed specimen for 15 min(×3000) ․․․․․․․ 32

Fig. 26. SEM of 50% HCl-immersed specimen for 15 min(×12000) ․․․․․․․ 32

Fig. 27. SEM of MMA-immersed specimen for 15 min(×12000) ․․․․․․․․․ 32

           and refired opal specimen with predry treatment ․․․․․․․․․․․․․․․30



viii

Table 16. XRD analysis ․․․․․․․․․․․․․․․․․․․․․․․․․․․․․․․․․․․․․․․․․․․․․․․․ 26

Table 15. Fracture toughness in opal group ․․․․․․․․․․․․․․․․․․․․․․․․․․․ 26

Table 14. Flexural strength ․․․․․․․․․․․․․․․․․․․․․․․․․․․․․․․․․․․․․․․․․․․․ 25

Table 13. IR absorption coefficient near 2653cm−1  in opal group ․․․․․․․․ 24

Table 12. IR absorption coefficient near 3298cm−1  in opal group ․․․․․․․․ 23

Table 11. Peak wave number in opal IR absorbance ․․․․․․․․․․․․․․․․․․․․ 22



ix

국 문 요 약

치과용 도재의 재소성 과정중 수분 함량이 강도에 미치는 

향 : 굽힘강도 및 적외선 분광 분석

   장석형 도재를 사용하는 도재 용착 주조관은 구강 내에서 장기간 임시 합착 

후 수정을 위한 재소성시 도재층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관찰된다. 도재가 

수분에 접촉하는 경우 건조 상태보다 강도가 저하된다는 보고와 함께 수분에 의

한 포수 과정이 표면 균열부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파절에 대한 저항

을 높인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 되어 왔으나 재소성시 발생하는 도재층의 

실패가 수분에 의해 발생한다는 직접적인 보고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재에 포함된 수분이 재소성 후 장석형 도재 시편의 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도재 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VINTAGE 

Metalbond porcelain)로 제작한 시편에서  1차 소성 후 건조된 시편과 포수 후 건

조시켜 재소성한 시편, 포수 후 건조 과정 없이 재소성한 군에서 굽힘강도 및 파

괴인성을 비교하 고, 적외선 분광법으로 수분과 연관된 성분의 스펙트럼을 분석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불투명 도재, 투명 도재군에서 물분자와 연관된 적외선 분광 반사도는 재소성 

전과 재소성 후에 포수군과 비포수군, 재소성 전 건조군과 건조시키지 않은 포수

군에서 각각 차이를 보 다(p<0.05). 

2. 투명 도재군에서 본 물분자의 수소결합과 물과 실리카의 반응에서 수소 결합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흡수도는 재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이 재소성 전 건조시

킨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굽힘강도 측정결과 투명 도재군에서 포수 후 재소성 전 건조시킨 군이 재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이나 비포수군에 비해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4. 투명 도재군에서 파괴인성 측정 결과 포수군에서 재소성 전 건조시킨 군이 재



x

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에 비해 파괴인성이 높게 나타났다(p<0.05).

5.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에서 재소성 전 포수시키지 않은 불투명 도재군에서 포

수시킨 불투명 도재군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결정이 관찰되었다(×10000).

   이상의 결과로 재소성 전 포수 과정이 도재의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향을 미

치며, 소성전 건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소성을 한 군이, 건조 후 재소성한 군보

다 강도가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재소성 후 도재 시편

의 강도에 향을 주는 요소로 재소성 전 수분 함량과, 재소성 전 건조 시간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재소성 전 충분한 건조 시간이 재소성시와 재소성 후 도재 시편

의 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분이 도재의 강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도재와 수분의 반응이 재료개발

에 응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재 수복물의 수정을 위한 재소성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분이 도재 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의 물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 재소성, 장석형 도재, 도재 용착 주조관, 임시 합착, 수분 함량, 적외선 분광

법, 굽힘강도, 파괴인성, 도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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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도재의 재소성 과정중 수분 함량이

 강도에 미치는 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이근우 교수)

박 혜 양

Ⅰ. 서    론

    치과 보철학의 역사는 수복재료의 개발과 함께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나은 수복을 위한 임상적인 요구가 심미적이고 강도가 높은 재료 개발의 원

동력이 되었고 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역사의 한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다수의 치과 재료들이 임상의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별 되어 왔다. 치과용 도

재는 1797년경 파리의 치과의사 Dubois de Chémant가 약종상인 Alexis 

Duchâteau의 요구에 따라 도자기로 된 의치를 제작하면서 치과에 최초로 도입되

었다1. 당시의 도입 목적은 상아를 가공해서 제작했던 기존의 총의치보다 나은 심

미적인 치료결과를 얻고자 한 환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수복재료로서의 도재가 

심미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온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 당시에는 총의치 인공치아 제작용이었으나 오늘날의 임플란트 

수복물에 이르기까지 심미보철학 분야는 치과용 도재의 발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재는 수복재료로서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장석형 치과 도재는 장석(potash feldspar : K2O Al2O3 6SiO2)을 주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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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난 수십 년간 도재용착 주조관의 금속 coping과의 기계적 결합 및 금속과

의 열팽창 계수의 조화, 심미성, 강도의 향상을 목표로 개발 향상 되어 왔다2,3. 그 

결과 자연치에 가까운 심미성을 요구 하는 전치부에서 전부 도재관 수복이 활성

화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파절 등의 수복물의 기계적 실패 및 수명

과 연관시켜 구치부를 포함한 광범위한 심미적 수복 및 임플란트 수복 치료에서

는 도재 용착 주조관의 적용이 당연시 되고 있다4. 장석형 도재자체로는 알루미나 

강화형 전부 도재관 InCeram(450～600 MPa)이나 IPS Empress (140～180 

MPa)보다 낮은 굽힘 강도(60～70 MPa)를 갖지만 도재용착 주조관용 금속에 용

착될 때에는 300～500 MPa로 향상되어5, 구치부 저작력(9-180N)에 의한 피로 

응력을 넘어서는 적당한 수복재료로 간주된다6,7,8,9,10,11,12,13. 

   그러나 임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도재는 금속 주조관에 비해 적용이 까

다로운 수복재이다. 도재의 특성인 brittle한 성질 때문에 인장응력에 대해 파절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은 이미 많은 문헌들에서 다루어져 왔다14,15,16,17,18,19,20.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구치부와 임플란트 도재 수복물에서는 수복물 합착 전 주의 깊은 

교합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임플란트 수복물은 자연치와 생역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어, 동일 악궁에 존재하는 자연치아가 교합력을 수용하여 백악질, 치주인대와 

치조골에서 재편과정을 겪는 것과는 달리 임플란트 수복의 경우 이러한 완충작용

이 없어 과도한 교합력에 대해 자연치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21. 

임플란트 수복물에 과도한 교합력이 가해지는 경우 대부분 지대주(abutment)의 

나사가 이를 수용하고 파절됨으로써 fixture와 골조직간 osseointegration에 대해 

보호 작용을 하지만 임상적으로 임플란트에 장착된 도재 수복물에서도 파절이 보

고 되고 있다22,23,24.  Carlson과 Carlsson은 1994년 overdenture와 가철성 보철

물 36증례가 포함된 600증례의 임플란트 보철물의 합병증에 관한 조사에서 2%에 

달하는 도재수복물의 파절을 보고하였고24, Singer와 Serfaty는 1996년 92증례의 

임플란트 지지형 고정성 보철물에서 두 증례의 도재 비니어 파절을 보고하였다23. 

   주조된 금속 coping상에 불투명도재, 색조도재, 투명도재 등 단계적인 축성을 

통해 제작되는 도재 용착주조관은 도재분말을 혼합 후 진공소성 과정에서 없어지

지 않은 기포나, 소성 후 냉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결함(flaw) 등의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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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복 후 파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작 과정 중 축성되고 있는 도재구조 

내부의 수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소성시 도재로 내에서 축성구조가 무

너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도재 수복물 제작 과정 중 이와 같은 도재층 내에서의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파괴과정은 특히 숙련되지 않은 제작자가 도재를 축성하는 

경우와 충분한 응축을 하지 않은 경우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문헌에서는 소성 과

정 중 파절과 소성 후 축성된 도재구조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응축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3,25,26. 또한 도재 축성시 응축정도의 차이가 소성된 도재

용착 주조관의 색조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27, 완성된 수복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3,25.  

   이렇게 응축과 소성을 마친 완성된 도재 수복물도 임시 합착 기간동안이나 임

플란트 도재 수복물의 정기 검사시 균열, 파절이 발견되는 경우는 다시 소성

(correction firing)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을 위한 소성 중에도 종종 도재

층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패

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문헌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임시합착 기간에 

비례하여 실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28,29.

   도재용착 주조관에 의한 수복치료시, 최종합착을 하기 전에 제작과정 중에 발

생했거나 임시합착 후 교합력에 의해 발생한 균열이 있는지 검사하여 합착 후 파

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수복물이나 전악을 도재용착 

주조관 고정성 가공의치로 수복한 환자의 경우 교합 회복을 위해 상실된 교합고

경을 회복하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변화된 교합관계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

록 상당기간의 임시합착 기간을 요한다30. 합착 후 도재 용착 주조관에서 일어나

는 실패 원인 중 도재의 파절은 기계적 실패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수복물의 

수명조사 연구에 의하면 도재 파절에 의한 재제작이 6～7%에 이른다31,32. 그러나 

1990년 Stoffer 등이 도재 용착 주조관에서 일어나는 실패율 조사결과를 실패의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에 따르면33, 1011개의 도재 수복물에서 7.1%의 균열과 

5.9%의 도재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도재수복 실패율에 관한 

조사 결과가 실패의 기준을 파절, chipping, 또는 균열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

지 않는데, 이는 구강내 장착된 도재관의 균열은 구강 내에서 육안관찰이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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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로 도재수복물의 실패를 유발하는 균열과 파절은 지금까지 보고된 실

패율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재수복물의 축성과 소성과

정이 숙련이 요구되는 기술 의존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보고된 것보

다 더 많은 도재 파절이 수복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임플란트 수복물에서 retrievability는 임플란트 주위조직의 건강과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복물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

다34,35,36. 1991년 Rigdon은 임플란트 보철의 retrievability가 구강 위생 유지와 

수복물의 serviceability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37. 임플란트 환자의 정기

적 검사에서 나사의 조임과 구강 위생을 위해 임플란트 수복물은 제거 및 재장착

을 요한다. 도재 보철물의 경우 잘못된 교합형성에 의한 균열이 있거나 파절이 있

는 경우 제거 및 재장착 여부가 수복물의 수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임상적인 필요에 의해 구강 내에 장기간 사용되던 도재 수복물을 재소

성을 통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 소성시 도재층 내에서 균열이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소성 전 도재관 표면의 오염물질을 강산

을 이용해 제거하고 소성전 건조를 통해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도재층내

에서 일어나는 균열이나 폭발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

지 치과 재료학이나 도재수복물의 축성을 다룬 문헌을 살펴보면 도재관 축성 단

계에서 응축(condensatioin)방법이 소성 수축과 결과적인 도재수복물의 강도에 중

요한 영항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3,25. 하지만 이러한 응축의 중요성에 대한 설

명만으로는 도재축성 전 분말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도재분말의 frit을 결합시키기 

위해 촉매 역할을 하는 수분의 영향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

하다. 응축은 도재와 혼합액의 혼합물에서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이 

때의 수분은 도재의 분말의 도재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 수분을 반응에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현

재까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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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재료학 분야에서는 도재의 인공적인 aging시 표면에 생긴 균열의 크기

가 줄어드는 현상을 응용하여 수분과 반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재층 내에 수산

화기(-OH)를 함입시킴으로서 도재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재료의 개발이 관심을 끌

고 있다.38,39,40,41,42 표면층에 수산화기를 포함시킨 hydrothermal porcelain은 기

존의 치과용 도재에 비해 표면 경도는 낮고 강도는 높아서 전체적으로 ductile한 

도재로 소개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연구들에 따르면 도재의 실리카 성분은 수분과 반응활성이 매우 

높아 수분에 용융정도가 문제시 되어 왔으며, 수분과 반응해서 균열의 선단이 무

뎌지면 균열 끝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균열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강도저하를 유발한다고 한다43. 따라서 

이러한 수분과의 반응도를 조절하는 것이 공학 분야에서 장기간 연구되어 왔다

44,45,46,47,48,49.    

   치과분야에서도 장석형 도재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한 방법으로 산부식 등에 

의해 표면 균열의 크기를 조절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산부

식이 균열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일치했으나 수분과의 영

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수분에 의한 강화효과를 기존의 도재물성 향상에 응용

하지는 못했다50,51,52.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재는 분명 수분과 반응하면 강도상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재용착 주조관이 장기간 임시 합착된 상태로 있

는 경우 구강 내의 수분과 반응하여 재소성시 실패를 유발하게 된다는 가정이 가

능하다. 특히 제작 과정 중 균열이 존재했거나 구강 내에서 발생된 균열을 가진 

채 합착된 도재용착 주조관의 경우는 수분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재 용착 주조관 내부의 수분이 재소성시의 소성 실패를 유발

한다는 가설을 토대로 도재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를 1차 소성 후 포수시켜서

2차 소성 후, 포수시키지 않은 군과 강도를 비교하였고 적외선 분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 FT-IR), X선 회절법(X-Ray Diffraction : 

XRD) 및 주사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재소성 후 도재시편에서 수분과 관련된 성

분들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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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가. 연구재료

   도재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로 불투명 도재(Vintage Metalbond porcelain, 

PA2O, Shofu Inc., Kyoto, Japan)와 투명 도재(Vintage Metalbond porcelain, 

No.58, Shofu Inc., Kyoto, Japan)를 사용하였다.

나. 시편 제작 및 연마

    

   치과용 도재의 굽힘강도 측정용 시편 제작을 위해 스테인레스 스틸 주형을  

제작하였다(Fig. 1).

   도재 분말을 혼수비 0.335(0.67 ml/ 2.0gm)로 증류수와 혼합하여 주형 내에 주

입하고 초음파 진동 응축기(Ceramo Sonic Condenser, Shofu, Japan)상에 주형과 

같이 올려 10분간 응축을 시행하 다. 응축 후 시편 표면으로 올라온 물을 티슈와 

32m m  x 9m m  x 4m m32m m  x 9m m  x 4m m32m m  x 9m m  x 4m m32m m  x 9m m  x 4m m

Fig. 1. Stainless steel mold for porcelain specimen build-up

붓으로 닦아내고 날카로운 기공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주형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주형으로부터 분리해 낸 도재 축성을 벌집형 소성 트레이 상에 놓고 530oC에

서 12분간 소성전 건조를 거쳐 제조자가 지시한 소성 주기(Table 1)에 따라 1차 

소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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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ring schedule

 

   ISO 6872 8.3.1.2항53에 준하여 시편의 폭과 두께를 각각 5mm, 2mm가 되도

록 삭제하 다. 단계별 연마를 하여 시편의 최종 표면 거칠기가 20µm가 되도록 

mesh #600 diamond (De Beers Co. Iceland)로 연마하 다. 정  측정기(CD-15CP  

Mitutoyo Corp. Japan)로 측정한 최종 시편의 크기는 길이 27.35±0.38 mm, 폭  

  5.01±0.02 mm, 두께 2.02±0.02 mm 였다. 연마과정에서 시편의 크기가 기준

에 적  합하지 않거나 결함(crack)이 있는 시편은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다. 겉보기 기공률 산출 및 시편의 포수량

    

   연마 직후 시편을 1시간 동안 초음파 (Biosonic UC100, Whaledent Co , 

U.S.A.) 세척한 후 한국 공업규격 KS L 3114 내화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측정 방

법54에 준하여 시편을 105oC 의 항온기(Dry Oven 고려화학, 한국)에서 건조하였

다. 24시간 간격으로 시편의 중량을 측정(Sartorius Analytic Scale, Germany)하

여 3회 이상 일정한 중량치가 얻어지면 이를 건조 중량(dry weight:W1)      으로 하

였다. 건조 중량을 얻기까지는 총 12회의 측량이 필요했다. 

   건조무게를 측정한 시편중 Fig. 2와 Table 2의 분류대로 대조군(C)을 제외한 

나머지 포수시킬 군(SR, DR)의 시편을 증류수에 담그어 3시간 이상 끓이고 실온

까지 냉각한 후 비중계에서 포수된 시편의 수중무게(immersion weight:W2)를 측

정하였다.   

   포수된 시편을 수중에서 꺼내어 젖은 물수건으로 시편의 표면을 닦고 중량을 

  Predry

   (min)

 Low Temp

     (oC)

 High Temp

    (oC)

 Heating rate

   (oC/min)

  Vacuum 

   (mmHg)

   Opaque
  Porcelain

     1      680     960       50     730

    Opal
  Porcelain

     5      680     940       50     730

  Refiring
experimental

 condition
     680     925       5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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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Water Immersion
28˚C,10days

Q : 12 , P : 20

105˚C,12days Dry Oven

Saliva Immersion
37˚C,10dyas

Q : 6 , P : 10

Dry Weight(W1)
100˚C,3hr Boiling water

Grinding & Polishing

Control
105˚C,10days

CQ : 6 , CP : 9

Refiring
SRQ : 6 ,SRP : 10

Refiring
DRQ : 6 ,DRP : 10

No Predry
Q : 6 , P : 10

Predry to W1 ,530˚C

Q : 6 , P : 10

IR Data
Reflectance

IR Reflectance, Flexural Strength and XRD

Refiring
CRQ : 6 ,CRP : 9

IR Absorbance & Fracture toughness in CRP,SRP and DRP 

SEM

Decontamination

Specimen Build Up & First Firing

Q : 24 , P : 39

Sample Preparation & First Firing

Q : 24 , P : 39 no. of Specimen

Q:Opaque Porcelain
P:Opal Porcelain

Water Immersion
28˚C,10days

Q : 12 , P : 20

Drying at 105 C for12days

Saliva Immersion
37˚C,10dyas

Q : 6 , P : 10

Dry Weight(W1)
Boiling at100 C,for 3hr

Soaked Weight(W1 )

Grinding & Polishing

Immersed Weight(W3)

Control
105˚C,10days

CQ : 6 , CP : 9

Refiring
SRQ : 6 ,SRP : 10

Refiring
DRQ : 6 ,DRP : 10

No Predry
Q : 6 , P : 10

Predry to W1 ,530˚C

Q : 6 , P : 10

IR Data
Reflectance

IR Reflectance, Flexural Strength and XRD

Refiring
CRQ : 6 ,CRP : 9

IR Absorbance & Fracture toughness in CRP,SRP and DRP 

SEM

Decontamination

˚

˚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Data

Water Immersion
28˚C,10days

Q : 12 , P : 20

105˚C,12days Dry Oven

Saliva Immersion
37˚C,10dyas

Q : 6 , P : 10

Dry Weight(W1)
100˚C,3hr Boiling water

Grinding & Polishing

Control
105˚C,10days

CQ : 6 , CP : 9

Refiring
SRQ : 6 ,SRP : 10

Refiring
DRQ : 6 ,DRP : 10

No Predry
Q : 6 , P : 10

Predry to W1 ,530˚C

Q : 6 , P : 10

IR Data
Reflectance

IR Reflectance, Flexural Strength and XRD

Refiring
CRQ : 6 ,CRP : 9

IR Absorbance & Fracture toughness in CRP,SRP and DRP 

SEM

Decontamination

Specimen Build Up & First Firing

Q : 24 , P : 39

Sample Preparation & First Firing

Q : 24 , P : 39

Specimen Build Up & First Firing

Q : 24 , P : 39

Sample Preparation & First Firing

Q : 24 , P : 39 no. of Specimen

Q:Opaque Porcelain
P:Opal Porcelain

Water Immersion
28˚C,10days

Q : 12 , P : 20

Drying at 105 C for12days

Saliva Immersion
37˚C,10dyas

Q : 6 , P : 10

Dry Weight(W1)
Boiling at100 C,for 3hr

Soaked Weight(W1 )

Grinding & Polishing

Immersed Weight(W3)

Control
105˚C,10days

CQ : 6 , CP : 9

Refiring
SRQ : 6 ,SRP : 10

Refiring
DRQ : 6 ,DRP : 10

No Predry
Q : 6 , P : 10

Predry to W1 ,530˚C

Q : 6 , P : 10

IR Data
Reflectance

IR Reflectance, Flexural Strength and XRD

Refiring
CRQ : 6 ,CRP : 9

IR Absorbance & Fracture toughness in CRP,SRP and DRP 

SEM

Decontamination

˚

˚

Control group

Experimental group

Q : opaque porcelain

   P : opal porcelain

   C : control group

        non-immersed and first-fired  specimens

CR : refired control group

SR : saturated group

        water-immersed at 28oC and second-fired specimens with no       

 predry treatment

DR : dried group

        water-immersed at 28oC and second-fired specimens after predry  

 to dry weight(W1)

    Fig. 2. Schematic diagram for method and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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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men classification and number of specimens

Group Code no.

C CQ

CP

6

9

CR CRQ

CRP

6

9

SR SRQ

SRP

6

10

DR DRQ

DRP

6

10

측정하여 이를 포수 중량(water absorption weight:W3)을 정한 후 다음의 식에 따

라 겉보기 기공률(apparent porosity:P O 
)을 산출하 다. 

                            P O 
(%) = 

W3−W1

W3−W2
  100

   포수시킬 시편을 상온(28oC)의 증류수에 담궈 24시간 간격으로 중량을 측정하

여 3회 이상 일정한 중량이 반복되면 이를 최대포수 중량(W4)으로 하 다. 최대 

포수 중량은 10회의 측량을 통해 측정되었다. 최대 포수 중량과 건조 중량으로부

터 포수군 시편의 포수량(W∆=W4 
-W1)을 산출하 다.

라. 2차 소성 및 적외선 분광도(FT-IR) 측정

   포수군의 시편이 최대 포수에 도달한 후 2차 소성 전 중량을 측정하여, SR군

의 시편은 최대 포수 상태에서 소성 전 건조를 하지 않고 2차 소성을 하 고, DR

군은 최대 포수 후 530oC에서 10분 이상 소성 전 건조를 통해 건조 중량(W1)까지 

건조시킨 후 2차 소성 하 다. 이 때 제조자가 지시한 소성주기(Table 1)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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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성하 으며, 이는 도재 용착 주조관 제작시 색조 도재와 투명 도재를 1차 소

성한 후 형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correction firing에 해당한다.

1. 적외선 분광 반사도(Reflectance) 측정

          4000 3000 2000 1000 0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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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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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f

le
ct

an
ce

 (%
)

wave number (cm-1)

Specimen : DRQ

  1st

Reading
  2nd

Reading

Wave number(cm-1)

Fig. 3. IR reflectance data reading

   2차 소성 후 각 군당 3개의 시편에서 표층의 수분으로 인한 성분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 FT/IT-300E (Jasco Co., Japan)와, 10o 반사용 보조 장치 (10o Specular  

Reflectus, Pike Tech., U.S.A)를 이용하여 IR 반사도를 측정하 다 (resolution:   

1cm −1, accumulation: 30, gain: 2.0, scan speed: 2mm/sec).

   반사도 측정시는 2차 소성 전 대조군(C), 2차 소성 후 대조군(CR), 포수군(SR, 

DR)의 4개 군에서 비교가 가능했으며 H2O 분자 간 결합과 연관이 있는 wave 

number 3300∼3600cm −1의 위치와 1600cm −1부근의 2개 band의 위치를 읽었다

(Fig. 3).

2. 적외선 흡수도 (Absorbanc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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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도재 시편에서는 IR radiation 투과가 가능하여 3개 군(CRP, SRP, DRP군)

의 흡수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Nicolet Avata 360 (Nicolet Co., U.S.A) 장치를 이

용하 다 (resolution: 4cm −1, accumulation: 32, gain:1.0, scan speed : 2 mm/sec). 

흡수도를 각 시편의 두께로 나누어 Fig. 2의 Y 축에 plot 한 후 H2O의 성분 결합

과 연관이 있는 wave number 3400cm −1, 2600cm −1  부근의 2개 peak의 위치를 

읽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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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 S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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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2nd

Reading

Wave number(cm-1)

       

                        Fig. 4. IR absorbance data reading

마. 굽힘강도 및 파괴인성 실험

1. 굽힘강도 실험

   Instron 4501 universal testing machine(Instron, USA)을 이용해서 3점 굴곡 

실험으로 측정한 파절 load값과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굽힘강도를 산출하 다 

(crosshead speed = 1.5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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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breaking load

                 M =
3Wl

2bd 2
l : test span

b : 시편의 폭경

d : 시편의 두께

2. 파괴인성 시험

   압침방법(Fig. 5)을 이용하여 microhardness testing device(MMT-3, JT 

TOSHI Co., Japan)상에서 vickers indenter로 98N의 하중을 20초의 하중시간

(loading time)동안 가하고 방사상 균열(radial crack)의 길이 c  를 측정했다. 한 

시편에서 5회 측정 후 평균을 구하고, Lawn 과 Fuller의 식55 에 의하여 파괴인성, 

KIC를 산출했다. 

 

Vickers Indenter

Plastic 
zone

Trace of Radial Crack

Indentation 
Impression

Radial
Crack

c

Vickers Indenter

Plastic 
zone

Trace of Radial Crack

Indentation 
Impression

Radial
Crack

c

P

      a. cross sectional view                          b. plane view

                 Fig. 5. Indentation method for fracture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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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  = ( )1/π3/2tan θ (P/c 3/2 )  = 0.0726(P/c 3/2 )  

                                 ; vickers 압침( )2θ= 136o 의 경우 

θ  : 사용된 압침의 반각 (half angle)

P : 압침에 가한 하중

c : 압침에 의해 생긴 균열의 반경

바. X선 회절법 분석(X Ray Diffraction Analysis : XRD) 

   도재 시편에서 결정의 성분과 원소의 배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XRD 자

료를 측정 분석하 다56 (D/Max-Rint 2700, Rigaku Denki Co., Japan). 가장 높은 

peak의 위치를 상대 비교하고 투명 도재군에서 나타나는 유리질에 대해서는 유리

질과 결정의 상대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 다(Fig. 14). 

사. 도재 시편의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2차 소성 후 각 군에서 형성된 결정을 관찰하기 위해 시편의 표면을 0.5µm 거

칠기로 최종 연마한 후(mesh #10000 diamond, De Beers Co. Iceland), 4% 

hydrofluoric acid (Porcelain Echant, Bisco, U.S.A.)로 2분간 산부식시켜 주사 전

자 현미경(Hitachi S-270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Japan)으로 관

찰 하 다.                

아. 타액내 시편 배양 및 세척 과정에 관한 실험

   전타액(whole saliva) 채집을 위한 지침57,58에 따라 20대의 비흡연자인 피검자

에게 채집 1시간 전에는 물은 제외한 음식을 피하게 하고 긴장이 없는 편안한 자

세로 앉아 10-15분 동안 전타액을 채집하 다. 채집한 타액 내에 도재 시편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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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37
o
C 항온기에서 10일간 배양했다. Table 3의 decontamination 방법에 따라 세

척후 고정해서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다(Hitachi S-800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Hitachi, Japan).

Table 3. Decontamination protocol for saliva immersed specimen

Decontamination Time(min) Code

Ultrasonic Cleaning

Ultrasonic Cleaning

50% HCl

Methyl metacrylate monomer(MMA)

15

30

15

15

U15

U30

H

M     

   

                                           

                           

자. 통계분석

   ANOVA Test로 군 간의 유의차 유무를 검증하 다. 유의차가 있는 경우 

Levene statisics로 각 군 간의 유의차 검증을 위한 사후 검증을 하 고 등분산의 

경우 Tukey test, 등분산이 기각된 경우 Tamhane test로 각 군 간의 유의차를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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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가. 겉보기 기공률 산출 및 시편의 포수량

   대조군을 제외한 포수군에서 얻은 겉보기 기공률과 수분 흡수량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pecimen mean weight and apparent porosity

    

W1 : dry weight SD : standard deviation 

W2 : immersion weight P : opal porcelain

W3 : water absorption weight Q : opaque porcelain

W4 : maximum water absorption weight 

W∆ : W4-W1(gm water absorption)

P O 
: % apparent porosity 

   전체 시편의 겉보기 기공률은 0.77 ± 1.07% 으며, 불투명 도재군의 겉보기 기

공률이 투명 도재군에 비해 3배에 가까운 평균치를 나타내어 불투명 도재 시편의 

기공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나. 적외선 분광도(FT-IR) 측정

  Group W1(g) W2 (g) W3(g) W4 (g) W∆(g)  P O 
(%)

    P 0.66±.05 0.39±.05 0.66±.05 0.66±.01 .0012±.0003  0.44±0.11

    Q 0.75±.02 0.49±.02 0.76±.02 0.76±.02 .0025±.0026  1.30±1.61

 mean±SD 0.70±.05 0.43±.05 0.70±.05 0.70±.05 .0017±.0017  0.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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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사도(Reflectance) 측정

 가) 불투명 도재 시편

   불투명 도재군의 IR reflectance에서 Table 5의 wave number에서 나타난 

broad band의 최고 반사도(Fig. 6)를 읽었다.

Table 5. Peak wave number in opaque IR reflectance

   3510∼3350cm−1에서의 broad band의 reading 결과, 군 내의 분산에 대한 군 

간의 분산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F값은 266.37로, 군 간의 유의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 이 band는 Tukey test 결과 CQ, CRQ, SRQ, DRQ의 4개 군에

서 모든 군 간의 유의차를 보 다(Table 6). DRQ군에서 band의 반사도가 가장 

높았고, CQ, SRQ, CRQ군의 순으로 나타났다(p<0.05)(Table 6, Fig. 7).

Wave number (cm− 1)

1st band 2nd band

CQ

CRQ

SRQ

DRQ

3410 ~ 3389

3367 ~ 3345

3335 ~ 3354

3635 ~ 3626

1561

1570 ~ 1582

1570 ~ 1561

1570 ~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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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Example of IR absorbance reading in opaque group.

                   Examined wave numbers are indicated with arrows.

 a. IR reflectance at 3335~3510cm−1        b. IR reflectance at 1582~1536cm− 1

  Fig. 7. IR reflectance in opaqu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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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CQ CRQ SRQ DRQ

Mean S/D(%)

0.06250.0595

0.0451

0.0610

0.00060.00100.00120.0005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CQ CRQ SRQ DRQ

Mean S/D(%)



- 18 -

Table 6. IR reflectance at 3335~3510 cm − 1  in opaque group

  Group   no.    mean(%)        SD       significance(p)

CQ

CRQ

SRQ

DRQ

3

4

3

3

5.57 × 10-2

3.92 × 10-2

5.04 × 10-2

6.11 × 10-2

0.30 × 10-3

1.04 × 10-3

1.60 × 10-3

0.98 × 10-3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Table 7. IR reflectance at 1582~1536cm− 1in opaque group

  Group   no.      mean(%)        SD       significance(p)

CQ

CRQ

SRQ

DRQ

3

4

3

3

6.10 × 10-2

4.51 × 10-2

5.95 × 10-2

6.25 × 10-2

 5.38 × 10-4

11.72 × 10-4

 9.64 × 10-4

 6.08 × 10-4

 
    0.000
 
         0.000

                0.000    0.012

   1582~1536cm−1파장에서의 반사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F값 293.79으로 평

균간 유의차가 높았으며(p=0.000), Tukey test 결과 1차 소성 후(CQ)에 비해 2차 

소성시(CRQ) 반사도가 높았고, 포수시킨 군(SQ, DQ)이 포수시키지 않은 군

(CRQ)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조 후 2차 소성한 군(DQ)이 포수 직후 2차 소성한 

군(SQ)보다 높은 반사도를 나타냈다(p<0.05)(Table 7, Fig. 7). 

  나) 투명 도재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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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IR reflectance reading in opal group.

Examined wave numbers are indicated with arrows.

   투명 도재군의 반사도 측정 결과에서 Table 8의 wave number에서 나타난 

peak의 최고 반사도를 읽었다(Fig. 8). DP군에서 처음 나타나는 band의 위치가 왼

쪽으로 shift되어 나타났고 두 번째 band는 CRP군에서 왼쪽으로 shift를 나타냈다

(Table 8, Fig. 8). 3590~3310cm−1에서의 broad band의 reading 결과, F값은 

23.73으로 군 간의 평균차가 군 내의 평균차보다 높았다(p=0.000). Tamhane test

로 각 군 간 평균치의 유의성을 판정한 결과 이 band는 CP군과 CRP군, SRP군과 

DP군 간에 각각 유의차를 나타냈다(p<0.05)(Table 9, Fig. 9). 

   1649~1561cm−1파장에서 나타나는 band의 반사도는 F값이 280.10으로 평균간  

유의차가 높았으며(p=0.000), Tukey test 결과 CP군과 CRP군, CRP군과 SRP,     

CRP군과 DRP군에서 각각 유의차를 보 다(p<0.05)(Table 10,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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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ak wave number in opaque IR reflectance

 

a.  IR reflectance at 3590~3310cm−1        b. IR reflectance at 1649~1561cm− 1

                     Fig. 9. IR reflectance in opal group

Wave number (cm− 1)

1st band 2nd band

CP

CRP

SRP

DRP

3422 ~ 3400

3375 ~ 3355

3355 ~ 3310

3590 ~ 3568

1570 ~ 1561

1649 ~ 1640

1579 ~ 1561

1570 ~ 1561

0.05330.0501

0.0381

0.0547

  0.0068 0.0050
 0.0017 

0.0003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CP CRP SRP DRP

Mean S/D(%)

0.06100.0606

0.0451

0.0606

  0.0003  0.0009  0.0009  0.0010
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CP CRP SRP DRP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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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R reflectance at 3590~3310cm− 1in opal group

  Group   no.      mean(%)        SD  significance(p)

CP

CRP

SRP

DRP

4

3

4

4

5.47 × 10-2

3.81 × 10-2

5.01 × 10-2

5.33 × 10-2

0.28 × 10-3

1.67 × 10-3

4.99 × 10-3

6.76 × 10-3

 
     

       0.017
 

           0.002

              

Table 10. IR reflectance at 1649~1561      in opal group

  Group   no.      mean(%)        SD  significance(p)

CP

CRP

SRP

DRP

4

3

4

4

6.06 × 10-2

4.51 × 10-2

6.06 × 10-2

6.10 × 10-2

9.95 × 10-4

9.46 × 10-4

9.36 × 10-4

3.26 × 10-4

 
     0.000
 
          0.000

               0.000

2. 투명도재 시편의 흡수도 측정

   IR radiation 투과가 가능한 투명 도재군(CRP, SRP, DRP)에서 2차 소성 후 다

음의 파장에서 흡수도를 측정하 다. Peak의 최고점(Fig. 10)에 해당하는 파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1.과 같다.

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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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Example of IR absorbance reading in opal group.

                     Examined wave numbers are indicated with arrows.

Table 11. Peak wave number in opal IR absorbance

Wave number (cm− 1)

1st peak 2nd peak

CRP

SRP

DRP

3309.13 ± 45.88

3317.22 ± 36.43

3272.36 ± 40.68

2654.38 ± 6.91

2650.89 ± 7.10

2653.91 ± 6.50

Mean 3297.68 ± 44.26 2653.07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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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도 측정 결과는 첫 번째 peak(평균 파장: 3297.68 ± 44.26)와 두 번째 

peak(평균 파장: 2653.07 ± 6.73) 모두, 포수시킨 군(SRP, DRP)과 건조군(CRP)간

에 유의차가 있었다(p<0.05)(Table 12, 13). F값은 각각 6.41, 6.08로 95% 유의수

준에서 군 간 유의차가 높았다(Fig. 11). 

393.57
453.10441.96

37.02 13.26 46.73

0

100

200

300

400

500

CRP SRP DRP

Mean S/D(cm-1)

257.43

318.14302.38

   47.73 17.50 38.05

0

100

200

300

400

500

CRP SRP DRP

Mean S/D
(cm-1)

  

    a. IR absorption coefficient               b. IR absorption coefficient 

       near 3298cm−1                            near 2653cm− 1

                   Fig. 11. IR absorption coefficient in opal group

Table 12. IR absorption coefficient near 3298cm−1 in opal group

  Group   no.      mean(cm−1)        SD significance(p)

CRP

SRP

DRP

7

8

8

441.96

453.10

393.57

37.02

13.26

46.7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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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R absorption coefficient near 2653cm−1  in opal group

  Group   no.      mean(cm−1)        SD significance(p)

CRP

SRP

DRP

7

8

8

302.38

318.14

257.43

47.73

17.50

38.05

 
 
 
          
          0.008
                    

다. 굽힘강도

   불투명 도재군에서는 군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p>0.05). 투명 도재군에서는 F 

값이 11.28 고, 군 간의 유의차를 나타냈다(p=0.000). CRP군과 DRP군, SRP군과 

DRP군의 평균간 유의차를 보 다(p<0.05)(Table 14,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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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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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Flexural strength 

  Group   no.     Mean(MPa)           SD Significance(p)

CRQ

SRQ

DRQ

6

6

6

59.43

48.83

65.78

17.62

16.93

 9.21

 
 
 
          
            
                    

CRP

SRP

DRP

8

9

10

24.91

37.70

58.26

 6.21

18.91

16.11

      0.000

            0.018

라. 파괴인성

   불투명 도재군은 2차 소성 후 표면 거칠기가 심하여 압침을 한 표면에서 발생

되는 radial crack을 구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파괴인성은 균열 측정이 가능했던 

투명 도재군에서만 측정되었다.

   

         

                   Fig. 13. Fracture toughness in op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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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도재군의 파괴 인성은 F 값이 5.16으로 95% 유의수준에서 CRP군과 DRP

군에서 유의차를 보 다(p<0.05)(Table 15, Fig. 13).

Table 15. Fracture toughness in opal group

  Group   no.       Mean(N/m 2)        SD   Significance(p)

CRP

SP

DP

9

10

10

45.04

48.15 

52.72 

5.77 

4.61 

5.38 

 
 
          0.01
          
              
                    

  

마. X선 회절법 분석

   XRD 그래프상에서 유리질과 결정의 상대비율, 결정크기에 대한 군 간 상대적 

비교하 으나 결과는 큰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16). 투명 도재군에서는 

유리질 형성이 관찰되었고 불투명 도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4)

Table 16. XRD analysis

     Group    no.     1/2 peak width(mm)     glass/crystal (%)  

CRQ

SRQ

DRQ

3

3

3

0.80 ± 0.28

0.63 ± 0.07

0.60 ± 0.03

none

none

none

CRP

SRP

DRP

3

3

3

1.47 ± 0.37

0.98 ± 0.06

1.05 ± 0.21

15.47 ± 5.12

12.21 ± 0.44

12.75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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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amples of XRD data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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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도와 포수량

1. 굽힘 강도와 포수량

   포수량에 따른 실험군의 강도차이를 분석한 결과 포수시킨 후 재소성한 DR군

과 SR군에서 모두 함수량이 많은 시편에서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Fig. 15의 a와b). 재소성 전 건조를 한 D군에서는 함수하고 있던 수분이 재소

성 전 건조과정을 통해 없어진 상태로 재소성 되었으나, Fig. 1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함수량의 증가에 따라 재소성 전 건조를 하지 않은 SR군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2. 파괴 인성과 포수량

DRQ SRQDRQ SRQDRQ SRQ

0

10

20

30

40

50

60

70

80

0 0.002 0.004 0.006 0.008 0.01 0.012 0.014
Water absorption(g)

Flexural
Strength
(MPa)

0

10

20

30

40

50

60

70

80

0 0.002 0.004 0.006 0.008 0.01 0.012 0.014
Water absorption(g)

Flexural
Strength
(MPa)

0

10

20

30

40

50

60

70

80

0 0.0005 0.001 0.0015 0.002

Flexural
Strength
(MPa)

Water absorption(g)

0

10

20

30

40

50

60

70

80

0 0.0005 0.001 0.0015 0.002

Flexural
Strength
(MPa)

Water absorption(g)

DRP SRPDRP SRPDRP SRP

          a. Opaque group                       b.  OIpal group

              Fig. 15. Flexural strength and water absorpt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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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Fracture toughness and water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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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함량에 따른 파괴 인성의 변화는 굽힘강도에 비해 수분의 향을 덜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6).

사. 도재 시편 표면의 관찰

   투명도재와 불투명 도재는 저배율(×1000)로 관찰한 표면 주사 전자 현미경 사

진에서 유리질과 결정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1와 Fig. 22). 유리질이 많은 

투명도재 표면과 결정이 많은 불투명 도재의 표면이 결정구조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불투명 도재 시편의 고배율(×10000) 소견에서는 포수 후 소성 전 건조를 한 

군과 대조군에서 크기가 다른 결정 성장이 관찰되었는데, 포수 후 건조를 했던 군

은 평균 32∼35 μm 크기의 결정이 관찰되었고, 대조군에서는 이보다 작은 12∼20 

μm 크기의 결정이 관찰되었다(Fig. 17와 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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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 refired opal specimen without water      

 immersion (CRP,×1000). Irregularities caused   

 by fallen-out crystals and homogeneous        

 glassy zones are noted.

Fig. 17.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 refired opaque specimen without water    

 immersion (CRQ,×10000). Relatively small       

 crystal size(12∼20 μm) is noted.

Fig. 19.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que specimen  

 with predry treatment(DRQ,×10000). Approxi   

 -mately 32∼35 μm grain size is noted.     

  Fig. 20.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l specimen     

   with predry treatment(DRP,×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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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que specimen  

 with no predry treatment(SRQ,×1000). More    

 crystalline structure than glassy opal           

 surface results in an irregular configuration.

Fig. 22.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feature  

 for an immersed and refired opal specimen    

 with no predry treatment(SRP, ×1000).

아. 타액내 시편 배양 및 세척 과정에 관한 실험

   50% 염산과 methyl meracrylate monomer에 담근 시편 표면에서는 제거되지 

않은 타액성분이 관찰되었으며(Fig. 24와 Fig. 25), 이들 시편의 고배율(×12000) 소

견에서는 분해되고 있는 미생물로 추정되는 세포성 구조물이 관찰되었다(Fig. 26

와 Fig. 27). 1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한 시편의 표면에서는 타액 잔여물이 적었고

(Fig. 23), 30초간 초음파 세척을 한 시편의 경우 고배율(×12000) 소견에서도 타액 

잔여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Fig.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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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EM of ultrasonically 

cleansed specimen surface 

for 15min(U15,×3000). Thin 

salivary film remnamt is 

noted.

Fig. 24. SEM of 50% HCl  

-immersed specimen for 15 

min(H,×3000). Heavy salivary 

film is accumulated around a 

surface pore.

Fig. 25. SEM of MMA- 

immersed specimen surface 

for 15 min(M,×12000).

Fig. 26. SEM of 50% HCl 

-immersed specimen for 15 

min(H,×12000). Decomposed 

microorganism like subst- 

ance is noted.

Fig. 27. SEM of MMA- 

immersed specimen surface 

for 15 min(M,×12000). Elon 

-gated cell like structure is 

noted.

Fig. 28. SEM of ultrasonically 

cleansed specimen surface 

for30min(U30,×12000). Complete 

-ly cleansed with no sign of 

salivary film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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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장석형 도재 성분중 실리카(SiO2)는 65%로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이다
4,59
. 실리

카는 수분과 접촉하면 겔(gel)상태의 반응층 (gel reaction zone)을 형성하게 된다

60. 이 층으로 인해 실리카의 기계적 강도는 수분과 접촉하지 않았을 때 측정된 이

론적인 강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61
. 수분이 실리카 층내로 확산

(diffusion)되는 속도와 확산의 깊이는 증기압(water vapor pressure)과 반응시의 

온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350oC 이하의 온도에서 전체 수분량이 500ppm이하 

일 때 물과 실리카의 반응은 최소가 되고 수분은 물분자의 형태로, 실리카는 물분

자와 결합되지 않고 silanol(SiOH)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1996년 Davis와 Tomozawa는 수분과 접촉하는 실리카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

응식을 설명하고 이를 FT-IR 분석을 통해 입증하 다(Fig. 29). 이 반응식에 의하

면 실리카 표면에 접촉한 분자형태의 수분은 실리카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되고

(Fig. 29의 B), 실리카 내부의 물분자에서 수소는 실리카의 산소에 친화력이 높아 

빠르게 수소결합을 형성하게 되며(Fig. 29의 C와 D), 이 때 비대칭적인 Si-O-Si 

간의 결합 구조가 형성되어 Si-O-Si 간 결합각이 115o보다 작아지게 되면, 불안정

한 한쪽의 Si-O 결합이 쉽게 깨져서 2개의 독립된 Silanol 분자가 형성된다(Fig. 

29의 E)
60
. 적외선 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은 이러한 분자간 결합구조가 적

외선 조사에 의해 고유한 파장에서 진동을 일으키며 조사된 적외선의 흡수 또는 

반사해 내는 정도를 감지하는 분석법으로 각 결합에 대해 고유한 파장에서 이러

한 진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외선의 연속조사로 분자의 구조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분자의 구조를 해석하는 정량적, 정석적인 분석 방법이다

56. 이 때 분광의 흡수도를 시편의 두께로 나누면 각 결합이 존재하는 양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도 각 도재 시편의 재소성 전, 후와 수분 함량을 달리 했을 

때, 재소성 후 시편에 함유된 물분자의 해당하는 결합 구조의 정량 분석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본 실험은 치과용 도재를 포수시켜 수분이 도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 34 -

장석형의 불투명 도재와 투명 도재로 시편을 제작하 다. 도재의 혼합 및 응축과

정에서 혼합에 사용된 수

분이 일정하지 않아 실험 

결과에 미치는 향을 배

제하기 위해 도재 분말 

혼합시 혼수비를 일정하

게 하 고, 초음파 응축기

를 이용하여 10분간 기계

적 응축을 하 으며, 소성 

전 건조 시간을 12분으로 

일정하게 하 다. 도재로 

제작된 바(bar) 형태의 실

험 시편은 혼합 과정과 

소성시 온도 조절 과정, 

냉각 과정 중 시편 내부

에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포 유입의 위험이 

있어 강도 측정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연마후 결함이 있는 

시편은 실험에서 제외시

켰고 포수 과정 전에 비

중계를 이용하여 시편의 

겉보기 기공률을 측정, 산

출하여 시편의 균질성을 

검사하 다(Table 4). 투

명 도재군과 불투명 도재

군에서 산출된 기공률은 

Fig. 29. Water-glass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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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의 표준 편차가 각각 0.11%와 1.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시편의 기공률과 

표준 편차가 투명, 불투명 도재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도재의 입자 및 

결정성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시편의 표면을 3000배 이상의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때, 투명 도재군은 소성 후 미세구조상 유리질이 많고 결정으

로 추정되는 물질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섬처럼 보이는 반면, 불투명 도재군은 전

체적으로 불규칙하고 결정성으로 보이는 물질들이 산재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21와 Fig. 22). 이러한 결정성의 차이는 X 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14). 

   1975년 Jones와 Wilson은 Image analyzing computer로 소성된 도재 시편의 기

공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한 실험에서 진동응축 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공률

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 다62. 이 측정은 상을 통해 도재 표면의 기

포만을 측정한 것으로 시편 전체의 기공률을 산출한 본 실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20µm로 최종 연마된 시편을 재소성한 후 파괴인성 측정

을 위해 표면을 300배로 관찰하 을 때 시편 표면이 거칠어서 압침에 의해 발생

한 균열 측정이 불가능 했는데, 이는 응축 과정에서 통상적인 도재 축성시의 응축 

시간(60초 내외)보다 장시간(10분) 응축을 하여 시편의 표면으로 기포가 모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치과용 도재 시편에 대해서 구강내에서와 같은 조건을 인공적으로 부여하여 

강도 및 마모 저항성, 파괴인성 등을 측정하고자 했던 시도는 다수의 실험적 연구

에서 인용되어 왔다. 이는 도재의 실리카 성분이 수분이 있는 환경 하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도재에 부과되는 인공적인 구강 

내 환경조성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분에 의한 향을 검사하는 포수과정을 언

급하는 대신 “aging”63,64, “부식(corrosion)" 52,65,66, “dynamic loading" 또는 

“fatigue"49,67, “산부식(etching)"51,67, “모의 구강 환경(simulated or artificial oral 

environment)”
6,46,68
등의 용어가 채택되었으며, 수분에 의한 향을 산부식등으로 

간접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ADA와 ISO/DIS 6872 Specification에는 치

과용 도재의 용해도를 검사하는데 acetic acid 내 도재 시편을 담그고 0, 1, 5, 10, 

72 시간 경과후 측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69
.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실험에서 산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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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나타낸다. 파장 1100cm
-1
이하에 나타나는 3개의 peak은 silica galss에서 나

타나는 기본적인 3개의 peak으로61, 본 실험에서는 파장을 추적하지 않았다. Table 

5, 8, 11은 본 실험에서 H2O의 분자 결합과 연관시켜 측정한 IR 스펙트럼에 나타

난 band, 또는 peak이 측정된 파장의 범위를 나타낸다.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화학적 결합 구조를 1996년 Davis와 Tomozawa가 보고한 수분과 접촉하는 실리

카 래스의 IR 자료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60.  불투명 도재의 반사 스펙트럼에서 

3335~3510cm-1의 band는 중간 값이 3423cm-1로 3410 ± 5cm-1의 위치에서 나타나

는 물분자의 대칭적인 stretching mode를 나타낸다. 투명 도재군 역시 이와 비슷

한 위치에서 band가 나타났고, 두 번째 band는 1605cm-1의 파장으로 1611cm-1에

서 나타나는 250
o
C 이하의 저온에서 포수된 시편에서 발견되는 물분자의 bending 

mode에 해당한다.

   투명 도재군에서 투과도를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3298cm-1, 2653cm-1의 

파장에서 peak가 나타났는데, 3298cm
-1
에서의 peak는 결합되지 않은 물분자이거

나, 래스내로 함입된 물분자의 수소결합에 해당하며, 2653cm-1파장의 peak는 

래스내 연결되지 않은 산소(O)에 수소 이온으로 결합된 -OH(hydroxyl)에 해당한

다.

   IR 반사 스펙트럼은 표면층의 성분만을 측정한 자료로 이 스펙트럼으로 각 원

소 결합의 정량분석을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따라서 흡수도를 본 투명 도재 

시편의 투과도 자료에서 peak의 높이를 해당 시편의 두께로 나누어 정량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Table 12, 13), 3298cm-1파장과 2653cm-1파장의 peak에서 얻은 흡

수도는 모두 DRP, CRP, SRP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DRP군과 SRP군 간의 유의

차가 있었다. 즉, 물분자의 결합에 해당하는 IR 스펙트럼 값이 재소성 전 건조시

킨 군에서 가장 낮았고 최대 포수시킨 후 재소성했던 군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강도측정 및 파괴인성 자료와 비교 분석해보면 강도측정 및 파괴인성에서 

SR군과 CR군에 대해 DR군이 높은 굽힘강도 및 파괴인성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

치한다.

   Griggs등이 도재의 표층에 수산화기를 함유시켜 강도를 강화한 Hydrothermal 

Porcelain Ducera LFC에 대해서 FT-IR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38
, 실험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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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5개의 peak, 3650~3150, 2911, 1630, 868, 700cm-1중 3개의 peak가 본 실험 측

정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의 강도측정 결과를 기존의 산부식 방법에 의한 aging 실험 결과

와 직접자료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부식 외에 

수분에 의한 장석형 도재의 강도상의 향을 실험적으로 간접 측정한 결과와 비

교하 다. 1974년 Sherrill과 O'Brien은 알루미나 도재와 장석형 도재의 굽힘강도

를 건조 상태와 습한 상태에서 측정하여 비교하는 실험에서 장석형 도재의 포수

시, 건조시에 각각 64.9MPa,  88.2MPa의 굽힘강도를 얻었다70. 1993년 Denry등은 

이온 교환을 통한 장석형 도재의 표면층 강화 실험에서 처리되지 않은 장석형 도

재에서 60.3 ± 8.6MPa의 굽힘강도를 산출하 다
71
. Giordano R.A.는 장석형 도재

의 굽힘강도가 60~70MPa이라고 보고하 는데4, 본 실험에서 얻은 굽힘강도는 

DRQ군의 65.78 ± 9.21MPa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60MPa이하의 강도를 나타냈

다. 특히 포수후 건조시키지 않은 군(SR)과 포수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CR)에

서는 강도가 낮았으며 투명 도재군에서 DRP군이 SRP군과 대조군(CRP)에 비해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Table 14, Fig. 12).

   포수량에 따른 실험군의 강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포수시킨 후 재소성한 DR

군과 SR군에서 함수량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도식해보면, 함수량이 많은 시편에

서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5의 a와b). 재소성 전 건조를 한 D군

에서는 함수하고 있던 수분이 재소성 전 건조과정을 통해 없어진 상태로 재소성 

되었으나, Fig. 1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함수량의 증가에 따라 재소성 전 건조를 

하지 않은 SR군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는 시편의 함수량이 많을수록 재소성 후 강도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파괴인성 역시 굽힘강도 측정 결과와 일치하여 포수시키지 않은 대조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5, Fig. 13). 수분 함량에 따른 파괴 인성의 변화는 굽

힘강도에 비해 수분의 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6), 이는 시편의 

표면층은 수분 증발이 빠르게 일어나므로 건조 상태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편의 내부에 비해 수분에 의한 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포수시킨 DR, SR군에 비해 포수시키지 않은 CR군에서 강도 및 파괴인성이 낮



- 39 -

게 나타나는 것은 수분이 결정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과도한 수분이 재소성 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소성 전 건조를 한 군에 비

해 강도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결정 구조 형성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용 도재의 재소성 및 레이징 과정 이후에 도재의 강도 변화가 있으며, 

이는 미세 구조상의 leucite 결정 성장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1992년 

Fairhust등은 레이징이 도재의 강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실험 보고에서 레

이징을 한 군과 레이징을 하지 않고 1차 소성 후의 도재 시편의 미세구조를 주

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 고72,73, 그 결과 1차 소성 후에는 유리질 상에 소량의 

leucite 결정이 있고 레이징이 끝난 후 leucite의 성장이 발생한 구조를 보고하

다. 또한 이러한 미세구조를 강도 측정 결과와 연관시켜서 도재의 레이징 과정

이 강도를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험에서 레이징 된 시편의 강

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로 성장된 leucite가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2001년 Giodano와 Alkhiary가 수종의 치과용 도재에서 반복된 소성이 미세구

조에 미치는 향에 대한 보고에서74 반복 소성시 leucite crystal 량이 증가하는 

실험군이  있었다고 하 다.  

   Fig. 17와 Fig. 19은 각각 포수시키지 않은 불투명 도재 시편과 포수후 최대 

건조한 불투명 도재 시편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본 사진에서 경계가 있는 

불규칙한 원형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도재의 grain으로, 포수시키지 않은 시편

(CRQ)에서 크기가 더 작다. 투명 도재군 시편에서는 유리질로 보이는 구조의 불

규칙한 경계부 사이에 결정이 빠져 나간 듯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재소성 후 도재 내에서 성장한 결정이 강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는 지금

까지의 문헌고찰 결과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재의 강도

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미세구조상의 결정의 크기 외에도 표면층 균열의 크

기와 표면 거칠기, 실리카와 수분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

문이다. 1994년 Lawn등은 glass ceramic에서 grain의 크기를 조절하여 grain간 연

결(bridging)을 향상시키면 크기가 큰 균열(long-crack)에 대한 저항을 높일 수 있

으나 미세균열(microstructural short crack)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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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7
. 이와 같이 도재는 미세구조상 grain간 연결 구조가 있고, 또 내부에 크고 

작은 균열이 존재하므로 미세구조가 강도에 미치는 향을 볼 때, 이러한 구조상

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문헌에 명시된 바와 같이 leucite 결정이 크

다고 해서 도재의 안정성이 저하되며 강도 저하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실험에서 강도가 높게 측정된 재소성 전 건조군(DRQ)의 경우 미세구조상 

결정구조가 강도가 낮았던 대조군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도재와 수분과의 반응

을 고려할 때 결정구조가 많으면 유리질이 많은 시편에 비해 Water-glass 반응의 

발생 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결정 성장이 많았던 건조군에서 강

도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재 수복물의 임시합착시 도재 표면에 부착하는 타액오염 물질의 

decontamination 실험은 현재 도재 수복물의 재소성 전 기공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종의 세척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전타액에 도재 시편을 

배양하여 구강내에서 장기간 장착된 도재 용착 주조관의 decontamination 방법의 

효율성을 평가해 본 결과, 30분간 초음파 세척한 시편 표면에서 세척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상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레진액이

나 50% HCl에 담그는 과정만으로는 세척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도재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3~28). 따라서 장기간 구강내에서 사용되었던 

도재 용착 주조관을 재소성시는 도재 표면을 거칠게 하는 강산이나 레진액 소독

과정 보다는 초음파 세척을 30분 이상 시행하고, 소성 전 건조 과정을 충분히 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usavice는 1994년 미 치과재료학회 Annual Meeting에서 임상적인 실패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재료, 환자요소, 임상의의 세 요인을 언급하 다
75
. 특히 재료상

의 문제중 in vitro상태와 in vivo behavior의 명확한 연결성이 없이 검사되는 재

료의 강도와 파절에 연관된 측정 지수들은 직접적인 생체 내에서 재료의 물성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다. 치과용 도재의 강도가 수분이 있는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최근에

는 이 반응성을 이용하여 구강내에서 수분과 반응하여 파절에 대한 저항성을 향

상시킨 ductile한 도재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장석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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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도 이러한 도재-수분간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간접적인 증

거로서 장기간 구강내에 임시 합착되어 표면에 aging이 일어난 도재용착 주조관

의 재소성시 일어나는 실패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 실험 결과 재소성 

전의 포수량이 소성후 도재 시편의 강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재에 포함된 수분이 재소성 후 장석형 도재 시편의 강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도재 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VINTAGE 

Metalbond porcelain)로 제작한 시편에서  1차 소성후 건조된 시편과 포수후 건조

시켜 재소성한 시편, 포수후 건조 과정 없이 재소성한 군에서 굽힘강도 및 파괴인

성을 비교하 고, 적외선 분광법으로 수분과 연관된 성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불투명 도재, 투명 도재군에서 물분자와 연관된 적외선 분광 반사도는 재소성  

전과 재소성 후, 포수군과 비포수군 재소성 전 건조군과 건조시키지 않은 포수군

에서 각각 차이를 보 다(p<0.05). 

2. 투명 도재군에서 본 물분자의 수소결합과 물과 실리카의 반응에서 수소 결합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흡수도는 재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이 재소성 전 건조시

킨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굽힘강도 측정 결과 투명 도재군에서 포수후 재소성 전 건조시킨 군이 재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이나 비포수군에 비해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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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명 도재군에서 파괴인성 측정 결과 포수군에서 재소성 전 건조시킨 군이 재

소성 전 건조시키지 않은 군에 비해 파괴인성이 높게 나타났다(p<0.05).

5.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에서 재소성 전 포수시키지 않은 비포수 불투명 도재군

에서 포수시킨 불투명 도재군에 비해 크기가 작은 결정이 관찰되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재소성 전 포수 과정이 도재의 강도를 향상시키는데 향을 미

치며, 재소성 전 건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소성을 한 군이, 건조후 재소성한 군

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재소성 후 도재 시

편의 강도에 향을 주는 요소로 재소성 전 수분 함량과, 재소성 전 건조 시간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재소성 전 충분한 건조 시간이 재소성시와 재소성 후 도재 시

편의 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수분이 도재의 강도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도재와 수분의 반응이 재료개발

에 응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도재 수복물의 수정을 위한 재소성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분이 도재 용착 주조관용 장석형 도재의 물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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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Water Content on the Flexural Strength during 

Refiring in Dental Porcelain

                                                   Park, Hye Yang

                                                   Dep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e blow-up type of porcelain firing failure is often developed when 

feldspathic metal ceramic prostheses are refired after a long term 

temporary cementation.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which 

underscored the mechanical strength impairment of dental porcelain in a 

moist environment.  Contrary to these studies, some researchers insist that 

an aged dental porcelain specimen indicate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due to its blunted crack tips in the surface layer and provide a possibility 

to develope a "ductile" hydrothermal porcelain.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rom these previous researches to recognize the cause of 

refiring failure in conventional feldspathic porcelain prosthesis.

   To verify the effect of water immersion on flexural strength change in 

refired feldspathic porcelain, 63 specimens(Vintage Metalbond opaque and 

opal powder) were distributed to three experimental groups; non-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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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ed control, immersed and pedried, and immersed and non-predired 

groups. The changes in flexural strength and fracture toughness after 

specimen refiring related to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1. The FT-IR reflectances assigned to molecular bonds of H2O were noted  

   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irst-fired group and three         

   refired groups and between two water-immersed groups and control     

   group after refiring(p<0.05). They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edried group and non-predried group after refiring(p<0.05).

2. For opal specimens, FT-IR absorbances for hydrogen bond of H2O and  

   silano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non-predried group than in predreid  

   group(p<0.05).

3. Predried opal group showed the highest mean flexural strength(p<0.05).      

   Non-predried group indicated higher mean flexural strength than control     

   group(p<0.05).

4. The mean fracture toughness for predired group was higher than            

    non-predried group(p<0.05).

5. The difference of leucite crystal size is noted between control group and     

   water-immersed, predried group in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tudy(×10000).

   Within the limi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water immersion 

prior to refiring increases the strength of refired feldspathic porcelain and 

predrying process is an important factor to prevent a refiring failur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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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ugh predry time to get the maximum dry condition of porcelain can be 

recommended.

   As it is concerned that, with the fact that water-glass reaction can be used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y of dental ceramic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repairing of porcelain restorations in many clinical situations, the 

further study on the effect of water on other properties of dental ceramic 

materials should be required.

Key words : Refiring, Feldspathic dental porcelain, Metal ceramic restoration, 

Temporary cementation, Water immers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FT-IR), Flexural 

strength, Fracture toughness, Leucite crys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