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분자를 첨가한 수용액이 

다공성 Magnesia-phosphate계 

매몰재에 미치는 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상  배



고분자를 첨가한 수용액이

다공성 Magnesia-phosphate계 

매몰재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김경남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상 배



이상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 0 0 2 년  6 월  일 

                                                                      



감사의 글

                 

 부족한 저에게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시종일관 관심과 지도로 이끌어 주시고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욱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남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세심한 조언과 끊임없는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근우 교수님과 이용근 교수

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

광만 교수님과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종률 교수님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년동안 언제나 저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시고 PS nano particle의 

해법을 전수해 주신 이덕연 박사님과 가스투과성측정에 도움을 주신 이영주 선생님의 

예비신랑 박호범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실험을 도와주신 세라믹

공학과의 오승한선생님, 손성범 선생님과 금속공학과 이경천 선생님의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8년동안의 치과재료학교실 생활동안 부족함 투성이였던 저에게 지대한 이해

와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를 금속팀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지만 늘 가르쳐주려고 애쓰는 근택이형, 지금은 멀리 대구에서 연구에 매

진하는 정종이형, 의국장으로 고민하지만 요즘 결혼해서 행복해 하는 김연웅선생님, 

let's go 동기 주욱현 선생님, OHP도 번쩍번쩍 잘 드는 이영주 선생님, 실험도 잘 

하지만 성격좋고 운동잘하는 영일이, 형민이, 과묵하고 멋있는 지호, 실험실의 귀염

둥이 정민이, 효진이와 실험실의 안방살림을 도맡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김남이 

선생님, 보존과에서 파견나와 제 논문을 도와주신 방난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

다.

 결혼생활시작부터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늘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서대신 교회 안성우 목사님과 이재부 장로님을 비롯한 서대신 교회 가

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못난 자식과 동생을 

위해 항상 기도와 간구로서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과 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힘들게 투병하지만 햇살 같은 웃음으로 꼭 이겨내리

라 믿는 사랑하는 딸 혜인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집의 대들보 혜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와 인내로서 뒷바라지를 마다하지 않는 고맙고 감사한 나의 

아내 박영주와 어리석은 저에게 시련을 거울삼아 큰 일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며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2년 8월

이상배 드림



- i -

차   례

 

그림 및 도표 목차 ···································································································ⅰ

국문 요약 ···················································································································ⅱ

Ⅰ.  서   론 

1. 치과주조법 및 매몰재의 요구사항 ························································ 1

2. MgO-NH4H2PO4 결합 기구 ···································································· 2

3. 연구배경 및 목적 ······················································································· 6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고분자 첨가제의 제조 및 매몰재 혼합

   1.1 PVA 수용액 제조 ·············································································· 8

   1.2 Polystyrene 나노 입자의 제조 ······················································ 9

       1.2.1 유화중합반응 이론 ···································································· 9

       1.2.2 Polystyrene 나노 입자 제조방법 ······································11

   1.3 다공성 매몰재의 시편 제조 ····························································14

   2. 조성 및 기계적 성질

2.1 X-선 회절분석 ····················································································15

2.2 경화시간 ································································································15

   2.3 경화 팽창률 ··························································································15

2.4 유동도 ····································································································16

2.5 압축강도 ································································································16

2.6 열팽창률(TMA) ···················································································16

2.7 열적거동 분석(TG-DTA) ·······························································16

3. 다공성 및 가스투과성 

   3.1 파단면 분석(SEM) ············································································17

3.2 기공률 ····································································································17



- ii -

3.2 가스 투과성 ·························································································18

4. 통계처리 ········································································································19

Ⅲ. 결 과 및 고찰

1. 다공성 매몰재의 제조 및 기계적 특성

1.1 조 성 ······································································································21

      1.2 결합반응 특성

    1.2.1 경화시간 ····················································································22

    1.2.2 경화 팽창률 ··············································································25

1.3 유동도 ····································································································28

1.4 압축강도 ································································································30

1.5 열팽창률 ································································································35

1.6 열적거동 ································································································37

2. 다공성 및 가스투과성 측정

      2.1 파단면 분석 ·························································································39

2.1 기공률 ····································································································42

2.2 가스 투과성 ·························································································45

Ⅳ. 결 론

1. 연구결론 ········································································································47

참고 문헌 ··················································································································49

문 요약 ··················································································································52



- iii -

Figures and Tables

Fig. 1. Dissolution of MgO and development of crystals ...........................  4

Fig. 2. Schematic diagram of PVA molecular formula ................................  8

Fig. 3. The three intervals of an emulsion polymerization.......................... 10 

Fig. 4. Schematic diagram of polystyrene molecular formula..................... 11

Fig. 5. SEM observation of polystyrene nano particle.................................. 12

Fig. 6. Glass reactor system equipped with a temperature controller,

       nitrogen inlet, and stirrer....................................................................... 13

Fig. 7. XRD patterns of the two different investment ................................. 21

Fig. 8. Setting time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 24

Fig. 9. Setting time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24

Fig.10. Setting expansion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26

Fig.11. Setting expansion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26

Fig.12. Consistency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29

Fig.13. Consistency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30

Fig.14. Compressive strength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concentration................................................................................... 33

Fig.15. Compressive strength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VA conncentration................................................................................. 33

Fig.16. Compressive strength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34

Fig.17. Compressive strength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34



- iv -

Fig.18. Themal expansion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36

Fig.19. Thermal expansion of HIGH SPAN II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36

Fig.20. DTA and TG curves of CB30 investment with different

        polymers. ................................................................................................. 38

Fig.21. DTA and TG curves of HIGH SPAN II investment with different

polymers.................................................................................................... 38

Fig.22. Scanning electronic micrographs of CB30 investment 

before and after firing ........................................................................... 40

Fig.23. Scanning electronic micrographs of HIGH SPAN II investment 

before and after firing ........................................................................... 41

Fig.24. Porosity of CB30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44

Fig.25. Porosity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44

Fig.26. Gas permeability of two investments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46

Table  1. Basic recipe of emulsion polymerization using polystyrene

         polymeric emulsifier............................................................................. 13

Table  2. The two different phosphate-bonded investment 

in this study........................................................................................... 14

Table 3.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each polymer 

in mixing solution................................................................................. 14

Table  4. The changes of setting time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23

Table  5. The changes of setting expansion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25



- v -

Table  6. The changes of consistenc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28

Table  7. The changes of green-strength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32

Table  8. The changes of sintering-strength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32

Table  9. The changes of open porosit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43

Table 10. The changes of close porosit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43

Table 11. The gas permeability of investments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45



- vi -

국문 요약

고분자를 첨가한 수용액이 

다공성 Magnesia-phosphate계 매몰재에 미치는 향

   치과용 매몰재의 가스 투과성은 정 한 주조체를 얻기 위한 중요한 성질이다. 

주형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기체가 잘 배출되지 못하면 주조체의 정 한 형상의 

재현이 어렵고 모서리 부분은 둥 게 되거나 주조체 내부에 기포가 발생되는 원

인이 된다. 기포의 발생이나 변연적합성이 저하된 치과용 보철물은 구강 내에서 

파절되거나 쉽게 부식 및 변색이 발생하게 되며, 변연적합성이 저하된 경우라면 2

차 우식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배출되지 못한 기체에 의한 후방압력

(Back -pressure) 은 티타늄처럼 비중이 가벼운 금속을 주조하는 경우나 흡입-가

압 주조법으로 주조하는 경우에는 더욱 빈번하고 심각한 주조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B30(CB), HIGH SPAN II(HS)와 같은 고온주조용 치과

용 인산염계 매몰재 2종을 선택하고 고분자 물질을 혼합액에 첨가하여 상온에서 

경화시킨 후 소환 시 제거되도록 설계함으로서 매몰재의 기공률과 가스 투과률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다공성 매몰재의 제작을 위해 Polyvinyl alcohol(PVA)과 

Polystyrene(PS)을 첨가물질로 선택하 다. 수용성 고분자인 PVA는 중합반응이 종

결된 dead polymer로서 증류수에 용해시켜 PVA 수용액을 제작하는데 사용하

고, 비 수용성 고분자인 styrene은 유화중합법을 사용하여 평균입자크기가 약 200 

㎚인 polystyrene latex로 제작하 다. 각각의 PVA수용액과 PS nano particle 분산

액은 다시 증류수에 0.25%, 0.5%, 1% 그리고 2%의 농도로 희석한 후 매몰재 혼합 

시 혼합액으로 각각 사용하 다.    

  상온경화가 끝난 매몰재는 950℃에서 1시간 소결하여 각각의 고분자 물질을 제

거한 후 첨가량의 증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 기공률 및 가스투과성의 상관성을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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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RD 회절분석결과 CB와 HS 매몰재는 내화재로 Quartz와 Cristobalite를 사용

하 으며 결합재로 MgO와 NH4H2PO4를 사용하는 동일한 시스템이었다.

2. 인산염계 매몰재에 고분자를 첨가한 경우 CB와 HS 매몰재는 첨가농도가 적은 

경우 경화시간이 증가하지만 농도가 증가하면서 경화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p<0.05). 그러나 PS가 PVA보다 변화량이 작았다.

3. 경화팽창량은 HS가 CB보다 더 컸으며 이는 HS가 CB보다 결합재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CB와 HS 모두 PVA 첨가시 경화팽창이 감소하 으

나(p<0.05), CB에 PS를 첨가한 경우에는 0.25 wt%부터 미세한 팽창의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

4. PVA와 PS의 첨가에 따른 유동도의 변화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CB와 

HS모두 첨가된 PV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동도의 감소에 있어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발견된 반면(p<0.05), PS는 0.25 wt%의 농도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차

가 없었다(p>0.05).

5. 압축강도는 CB와 HS모두 PVA와 PS의 첨가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p<0.05). 소결강도는 PVA의 경우 ISO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결

과를 보인 반면 PS는 최소농도인 0.25wt%에서 대조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발견하지 못하 다(p>0.05).

6. 고분자의 첨가가 열팽창의 변화에는 매우 작은 양의 감소를 나타내어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PVA보다는 PS가 열팽창 감소량이 작았다.

7. 본 연구에 사용된 매몰재 2종의 분말에는 소환 시 제거되는 유기물의 peak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고분자 첨가에 따라 유기물의 소실 peak를 관찰할 수 있

어 소환 시 고분자의 소실에 의한 기공생성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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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EM관찰에서 고분자 첨가된 군의 기공분포가 더 넓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9. CB와 HS 모두 PVA와 PS 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열린기공의 증가가 나

타났으며(p<0.05) PS보다는 PVA의 첨가시 열린기공의 분률이 높음으로 보아 

PVA보다 PS가 열린기공을 만드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10. 2 wt%의 PS 첨가에 의해 CB는 3.51×108, HS는 1.99×108 barrer 의 산소투과

도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해 약 4∼12배가 증가된 양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수용성 고분자인 PVA보다 비수용성 고분자인 PS의 

첨가가 매몰재의 기계적 성질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공성과 가스투과성

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주조 시 후방압력의 소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핵심되는 말 : 매몰재, 마그네시아 포스페이트 결합재, PVA, Polystyrene, 고분자, 

기공률, 기체투과성, 후방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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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 1 절 치과 주조법 및 매몰재의 요구사항

   

치과용 보철물을 비롯한 많은 의료용구들은 치수정 도가 요구되며 형상이 복

잡하므로 주조방법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치과에서는 1907년 국의 Taggart

가 처음으로 왁스 소실법(lost-wax practice)을 소개한 이후로22), 만족할 만한 주

조체(casting body)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3,6,10,12,13,21,22).

주조(casting)는 금속이 고온에서 용융되어 흐름성을 갖게된다는 점을 이용하

여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주조체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며, 이와 같은 주조법은 가

공으로는 힘든 모양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1). 주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과에서는 주로 왁스 소실법에 의한 주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왁스 소실법은 

정 주조법 중의 하나로 왁스로 납형(wax pattern)을 제작하고 매몰재를 이용하여 

매몰한 후 경화되면, 고온으로 가열하여 왁스를 배출시키게 된다. 이때 왁스가 소

실되고 남은 공동(cavity)에 용융된 금속이 채워지게 된다. 

이처럼 치과에서는 결손된 치질을 수복하기 위하여 주조방법을 사용하게 되지

만, 치수정 도가 좋지 못한 주조체가 만들어진 경우 치질에 잘 적합되지 못하거

나 오히려 과팽창하여 과량의 시멘트 등을 사용하게 되므로 변연 부위에 플라그

(plaque)가 쉽게 침착하게되고 이는 2차 우식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수복물은 

실패하게 된다12). 성공적인 보철물 또는 주조체를 제작을 위해서는 언더컷

(undercut)을 없애거나 경사도를 주는 치질삭제, 적절한 인상채득, 모형제작, 수축

률이 작은 왁스의 사용과 같은 전 처치 뿐 아니라, 각각의 매몰재에 따른 적합한 

매몰방법과 선택이 중요하다12,24).

매몰재는 구성성분에 따라서 석고계, 인산염계, 에틸 실리케이트계 등으로 구분

되며 이는 내화물을 결합시키는 물질인 결합재에 따라서 분류된 것이다1). 일반적

으로 모든 매몰재의 경우 quartz나 cristobalite와 같은 silica를 내화재로 사용하고, 

결합재로 gypsum이나 MgO-NH4H2PO4 화합물 또는 ethyl silicate와 HCl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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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주조 온도가 높지 않는 금합금의 주조에는 석고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비

귀금속이나 티타늄과 같이 용융온도가 높은 금속을 주조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도 강한 결합력을 갖는 인산염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2).

   매몰재의 요구사항으로서는 혼합이 쉽고 조작하기가 용이해야 하며, 활택한 표

면을 형성하고 흐름성이 우수하여 미세부 정 성과 변연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고온에서 가열시킬 때 유해가스를 발산하지 않아야 하며 합금 표면과 소

착반응이 없고, 주조 시에 매몰재 내에 공기나 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공성 

구조를 지녀야 한다1,4,5,14,23,24). 그리고 고온에서 매몰재가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주

조가 완성된 후 매몰재는 금속 표면으로부터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왁스의 

수축과 금속의 응고수축을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경화팽창과 열팽창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성질들은 모든 종류의 매몰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질이다. 

   이와 같은 매몰재의 요구사항 중에서 정 한 주조체의 제작에 가장 필요한 성

질은 팽창률과 가스투과성이다. 매몰재의 팽창에는 경화팽창, 수화팽창 그리고 열

팽창이 있다. 경화팽창은 결합재가 성장 또는 결합하면서 발생하며 평균 0.5% 팽

창한다. 수화팽창은 주로 석고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경화 후 소량의 물을 첨

가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경화팽창과 수화팽창은 결합재에 의해 좌우되는 반면 

열팽창은 내화재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내화재로 사용된 quartz와 cristobalite

는 고온에서 상전이를 하게 되는데 이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서 다양한 열팽창의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 quartz는 573℃에서 α에서 β로 상이 변태하면서 

약 1.4%의 팽창이 발생하며, cristobalite는 200 ∼ 270℃에서 역시 α에서 β로 변태

하면서 약 1.6% 팽창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들 내화재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서 수

축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제 2 절 MgO-NH4H2PO4 의 결합 기구

   인산염계 매몰재는 MgO(base part)와 NH4H2PO4(acid part)의 산-염기 반응에 

의하여 상온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화학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치과용 매몰재에

서 결합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1,19)
. MgO와 NH4H2PO4는 다음과 같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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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Magnesium-ammonium phosphate compound (NH4MgPO4․6H2O)를 형

성하게된다(식1, 2, Fig. 1)1,2,8,19,20,27).

                     (NH4MgPO4․6H2O)n .............................................................[1]

MgO+NH4H2PO4+H2O

                        (Mg3(PO4)2 4H2O)n ...............................................................[2]

  [1] Major reaction [2] Minor reaction

   이와 같이 실온에서 물과 혼합하 을 때 NH4H2PO4는 수중에서 용해되어 

phosphate ion(PO4
3-
, HPO4

2-
, H2PO4

-
) 및 ammonium ion(NH4

+
)을 방출하게 되고

(식 3, 4, 5) 방출된 이온과 MgO가 결합하여 결정(struvite crystal)으로 성장하게 

된다19). 

  NH4H2PO4 →NH4
++ PO4

3- + 2H+............................................................................................................[3]

  NH4H2PO4 →NH4
++ HPO4

2- + H+...........................................................................................................[4]

  NH4H2PO4 →NH4
++ H2PO4

- .........................................................................................................................[5]

   이 반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MgO도 물에서 해리되어야 하는데 Soudee등 

19, 20)
은 MgO가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물속에서 천천히 해리된다고 하 다(식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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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H2O→ MgOH+ +O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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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H+ +2H2O→Mg(OH)2+H3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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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solution of MgO and development of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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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반응을 주도하는 것은 MgO의 해리 속도이며 이는 표면적과 깊은 관

계가 있다. 즉 표면적이 큰 MgO는 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해리 될 것이며 

phosphate 이온들과 반응할 site가 많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응시간이 단축되고 

반응열도 상승하게 된다. 



- 6 -

제 3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치과용 매몰재의 가스 투과성은 정 한 주조체를 얻는데 필요한 성질이다. 일

반적으로 용융된 합금이 주형 내 공동으로 흘러 주입될 때, 내부에는 대기압 이상

의 기체가 잔존하게 된다. 용융된 합금이 주입선을 따라 공동 내부로 압축압을 가

하게 되면, 합금이 주입되는 반대방향인 주형의 바닥으로 가스가 소실될 수 있도

록 매몰재는 다공질 이어야 한다
1,4,5,14,23,24)

. 기체가 잘 배출되지 못하면 주조체의 

정 한 형상의 재현이 어렵고 모서리 부분은 둥 게 되며 이는 변연적합성을 저

하시키게 된다. 이처럼 배출되지 못한 기체를 “후방압력(back-pressure)"라고 부르

며 티타늄처럼 비중이 가벼운 금속을 주조하는 경우나 가압-원심주조법으로 주조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주조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1,4,19,24).

   불 균일한 주조결함은 금속의 용융온도가 높을수록, 매몰재의 가스 투과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용탕이 짧은 시간에 충전되거나 주조 시 매몰재의 온도가 낮을

수록 잘 발생한다. 특히 후방압력 때문에 발생되는 주조결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venting system을 도입하거나 주입선(sprue)의 크기와 길이의 조절을 필요

로 하게된다
4)
.

   특별한 venting system이나 주입선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주

조결함을 소실시키기에 충분하며 일반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작업의 효율성과 비용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venting system을 위해 기공사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가격이 고

가인 귀금속인 경우 sprue와 vent에 귀금속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1794년 Tidy
24)
 등은 치과용 매몰재의 후방압력에 관한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

기하고 여러 종류의 매몰재에 발생하는 기공률과 가스투과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여 보고하 다. 이 연구를 통해서 Darcy's Law(식9)를 치과용 매몰재의 가스투

과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Phillips17)와 Shell과 Dootz18)는 매몰재의 가스투과성에 관한 연구에서 주형의 

디자인이나 sprue의 형태를 조절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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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ΚΑ
χ
ΔΡ............................................................................................................[9]

V : flow rate, A: cross-section area, χ : length of flow path ΔP: pressure

   Mueller16) 는 매몰재 분말의 크기와 분포가 소환 후 매몰재에 잔존하는 기포의 

분포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분말의 크기와 분포보다는 매몰

재의 경화반응에 따라서 그 발생정도가 다르다는 보고를 하 다.

   Ballard 등4)은 석고계 매몰재 2종과 인산염계 매몰재 3종을 선택하고 치과용 

아크릴릭 레진 분말을 매몰재 분말에 첨가하여 매몰재를 제조하고 소환 후 매몰

재의 다공성과 가스투과성을 개선시키고자 하 다. Ballard의 연구에서 아크릴릭 

레진 분말의 첨가가 다공성과 가스투과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적정

한 점주도룰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과량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매

몰재의 물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주도를 향상시키지 않으면서도 open pore

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첨가하여야 한다. 점도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는 분자량이 작거나 물에 불용성인 고분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저 분자량의 수용

성 PVA는 수용액 중에 용해되어 있으므로 혼합 시 매몰재 내부에 고분자 사슬이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환 후 pore가 연결된 open 

pore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ano 크기의 latex로 첨가된 PS는 size effect 로 인하여 매몰재 내에서 

micro porosity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스 투과성이 개선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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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제 1 절 고분자 첨가제의 제조 및 매몰재 혼합

1.1 PVA 수용액의 제조

   PVA 수용액의 제조를 위하여 분석용 고순도 polyvinyl alcohol 분말(Sigma 

chemical Co. Ltd., Mol. Wt. 30,000-70,000, Steinheim, Germany)을 사용하 다. 

먼저 2차 증류수 500 ㎖에 각각 PVA 분말을 0.25wt%, 0.5wt%, 1wt% 그리고 

2wt%의 농도로 측량하고 약 50℃로 가열한 상태의 증류수에 서서히 침지 시킨 

후 1시간 동안 교반하 다. 증류수에 각 농도로 희석된 PVA 수용액을 시험군으로 

증류수만을 사용하여 혼합한 군을 대조군으로 하 다(Table 3).

  Fig. 2. Schematic diagram of PVA molecular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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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olystyren 나노 입자의 제조

1.2.1 유화중합 반응 이론

   유화중합(emulsion polymerization)은 라디칼 중합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공정으

로 단량체를 colloid상으로 물 속에 유화시켜 중합한다. 이 반응 메커니즘은 크게 

개시제의 분해(decomposition)반응과 단량체 라디칼의 형성(initiation) 및 전개

(propagation)반응, 그리고 라디칼의 종결(termination) 반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화 중합은 대개 세단 계로 나눌 수 있으며(Fig. 2), 초기의 중합 속도가 증가

하는 기간은 활성 micelle수가 증가하여(중합 장소의 증가) 전체 중합 속도가 증가

해 가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활성 micelle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입자의 

크기가 성장하는 단계이다. 이 때에는 수상에 존재하는 단량체 방울로부터 단량체

가 수상을 통하여 입자 내로 계속하여 확산된다. 두 번째 단계는 보통 전화율 2∼

15%에서 시작된다. 중합이 진행됨에 따라 단량체 방울 속의 단량체는 활성 

micelle로 확산되어 그 양이 점차 줄어들어 마침내 단량체 방울이 소멸되면서 수

가 줄게 된다. 따라서 중합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보통 전화율 

50∼60%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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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I 

INTERVAL II 

INTERVAL III 

free radical 
surfactant 
initiator 
latex particle 
micelle 

monomer  
droplet 

Fig. 3. The three intervals of an emulsion polymerization

   유화중합의 중합 속도 Rp는 활성micelle내의 단량체의 농도[M]과 반응계 중의 

라디칼 농도[R․]를 사용하여 다음의 식[10]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p = kp[M][R⋅] ······································································································[10]

반응계 중의 라디칼의 농도는 활성 micelle의 농도 [N․]의 반이므로 Rp는  다음

과 같다.

Rp = kp[M]
[N⋅]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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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11]에서 마지막항은 유화중합에서의 평균 라디칼의 개수가 평균적으로 1/2

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즉 입자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수상에서 존재하는 개

시제의 농도가 매우 작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입자 내의 평균 라디칼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N⋅]
2

= nNp/NA ········································································································[12]

그러므로 유화중합 속도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Rp = 
kpn[M]Np
NA ······································································································[13]

   입자 내의 평균 라디칼의 개수는 일반적인 중량법(gravimetric method)을 사용

하여 분석할 경우 실험상의 오차가 크고 연속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반응열량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한다. 입자 내의 평균 라디칼의 개수는 식[13]으로부터 산출

되고 중합 속도는 반응기로부터 나오는 열량을 측정하므로써 계산되어 질 수 있

다. 입자의 단량체의 농도는 특별히 실험 조건을 설정하므로 간단히 유추될 수 있

으며 Fig. 2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의 단량체의 변화는 전화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가진다. 입자 내의 평균 라디칼의 개수는 유화 중합 속도에서 매

우 큰 의미를 가진다. 라디칼의 농도는 직접적으로 유화중합 속도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1.2.2 Polystyrene 나노 입자 제조

   주조체의 표면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점주도의 증가 없이 고투과성 매몰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Polystyrene 나노입자를 제조하 다. 출발물질은 styrene(Mn: 

4,300, Mw: 8,600, acid number: 190, Junsei Chemical Co. Ltd., 99.9%, 

Japan)(Fig.3)을 사용하 다. PS는 유화중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서 물

에서는 불용성이고 수상에서 분산 안전성이 뛰어나다. 나노크기의 고분자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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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을 제조를 위해서 유화중합법을 사용하 다. Sodium dodecyl sulfonate 

(SLS), Sodium bicarbonate, 그리고 potassium persulfate는 모두 분석용 등급의 

시약을 사용하 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polystyrene molecular formula

Fig. 5. SEM observation of polystyrene nano particle

   Fig. 5와 같이 유화중합을 위해서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고, 질소가스 충전과 

교반이 가능한 이중벽 구조의 원형 유리 반응기(glass reactor)를 사용하 다. 먼

저 반응기에 70℃로 유지된 증류수를 30분간 순환시켜 반응기를 예열하고, SLS와 

sodium bicarbonate가 용해된 증류수를 첨가하 다. 다시 30분간 교반 시킨 후 

styrene 모노머를 적량 첨가하 다. 일정한 회전속도와 온도로 교반 되도록 다시 

30분간 혼합한 후 initiator를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하 다(Table 1). 이후 중합반

응이 종결될 때까지 12시간동안 교반을 지속하 다. 10%농도로 나노 크기의 

polystyrene latex를 제조하고, 다시 증류수에 0.25%, 0.5%, 1%, 그리고 2%로 희



- 13 -

석하 으며 대조군은 증류수만을 사용하 다(Table 3).

Table 1. Basic recipe of emulsion polymerization using polystyrene polymeric 

emulsifier

 Components       Amount(g)

 D.D.I. Water                     
 SDS
 Sodium bicarbonate                  
 Styrene monomer
 Potassium persulfate

        720
        0.16
        0.50
         80
        0.50

N2

Monomer feeding

Direct stirrer

Stand

Control box

Water feeding line
Water

Glass reactor

Circulator

Fig. 6. Glass reactor system equipped with a temperature controller, nitrogen inlet, and 

sti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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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공성 매몰재 시편 제조

   본 연구를 위하여 인산염계 매몰재 2종을 선택하 으며 제조사는 Table 2와 

같다. 모든 시편은 진공혼합기(vacuum mixer, Whip mix Co. Ltd., U. S. A.)를 사

용하여 혼합하 다. 혼수비는 분말 100g 당 18㎖로 제조자의 제시방법을 따랐으며 

혼합액은 제조자의 전용 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증류수에 고분자를 분산시켜 제조

한 시험용액을 사용하 다. 분말과 액은 10-3 g의 정 도를 갖는 전자저울로 계량

하 으며, 처음 10초간 수동혼합 후 30초간 진공혼합기에서 교반하 다. 실험이 진

행되는 동안 실험실의 온도는 평균 (25±3)℃ 이었으며 습도는 (30±10)% 다.

Table 2. The two different phosphate-bonded investments used in this study

Product Code Batch Manufacturer

CB30 CB 0814011
Ticonium Co., Inc
New York, U.S.A.

HIGH SPAN 
II

HS 04191-14
Jelenko Co., Ltd

New York, U.S.A.

   

 Table 3. The different concentration of each polymer in mixing solution.

Polymers Concentration(%)1) Weight of 
polymer(g)

Weight of
 D.D.I. water(g)

PVA/PS

0.00

0.25

0.50

1.00

2.00

0.00

0.25

0.50

1.00

2.00

100.00

 99.75

 99.50

 99.00

 98.00

1) weight percent concentration based in D.D.I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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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 및 기계적 성질

2.1 X-선 회절분석

   시판 매몰재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D-Max III, 

Rigaku, Japan)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시행하 다.

◈ Target : CuKα ◈ Scanning speed : 4。/min

◈ Filter : Ni ◈ Full scale  : 400 cps

◈ Power : 30㎸/10 ㎃

2.2 경화시간

   고분자 첨가재에 따른 매몰재의 경화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화시간을 측정

하 다. 매몰재의 분말과 액이 처음 접촉한 시간을 최초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때부

터 시간을 측정하 으며, 물과 접촉한 후 10초간 스파튤라로 매몰재가 충분히 젖

도록 천천히 저어 주었다. 이후 30초간 진공혼합기(Whip-mix corp, U.S.A.)를 이용

하여 혼합한 후 내경 70mm, 높인 45mm인 비흡수성 몰드에 채워 넣고 표면을 평

평하게 하 다. 혼합물의 표면의 유리광택이 완전히 사라지면, rod의 총무게가 1 

lb, 끝  직경 1㎜인 길모어 침을 이용하여 표면에 일정한 압흔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탐침하고 이 시점을 경화시간으로 기록하 다. 

2.3 경화팽창률

   경화시간에 기술된 방법으로 준비한 혼합물을 V홈을 가진 경화팽창기의 내부

에 평행 될 때까지 채웠다. 혼합으로부터 60±1초가 되는 시점에서 초기 값을 읽었

다. 시편의 비자연적인 팽창을 피하기 위해서 상부 표면은 덮지 않았다. 혼합 시

작 (120±1)분에 최종 길이를 측정하여, 0.01mm 단위로 길이 변화를 기록하 다. 

원래 길이의 퍼센트로 0.01%까지 경화 팽창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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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동도 

   분말 100g 과 액 18㎖을 계량한 후 혼합하고 내경 20 ㎜, 높이 40 ㎜의 원주형 

PTFE(polytetrafluorethylene) 몰드에 혼합된 매몰재를 채운 다음, 최초혼합으로부

터 135초가 되는 시점에서 몰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매몰재가 최종 경화된 

후 원형으로 경화된 시편의 최대 및 최소 직경을 캘리퍼스로 측정하고 평균값을 

유동도로 기록하 다.

2.5 압축강도 

   100g의 매몰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혼합 시작 60분 후에 시편을 몰드에서 제

거한 후 (23±2)℃, 상대습도 (30±10)%에서 보관하 다. 시험 기기(Instron 6022, 

U.K)의 하중이 가해지는 축 방향에 시편을 위치시켰으며 시편과 plat 사이에 

packing을 사용하지 않았다. 혼합 시작 (120±5)분 후 0.5mm/min의 cross-head 

speed로 가하기 시작하여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힘을 기록하 다. 압축강도는 소

환 전과 950℃로 소환 한 시편을 각각 측정하여 생형강도, 소결강도로 구분하

다.

2.6 열팽창률(TMA)

   고분자 첨가에 따른 매몰재의 열팽창변화를 알아보고자 TMA(TMA 2940, TA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여 열팽창량을 측정하 다. 혼합 시작 후 (60±1)분에 

몰드에서 시편을 분리하여 (23±1)℃, 상대습도 (30±10)%에서 보관하 다. (120±1)

분에 시편을 TMA에 위치시켰다. 900℃까지 (10±1)℃의 속도로 승온시켜 30분간 

유지시킨 다음 다시 실온까지 냉각하여 변화된 열팽창거동을 분석하 다.

2.7 열적거동 분석(TG/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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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 매몰재의 유기물 잔존량과 첨가한 고분자의 소실여부를 알아보고자 TG와 

DTA 분석을 시행하 다.

3. 다공성 및 가스투과성 측정

3.1 파단면 분석(SEM)

   고분자의 첨가에 따른 기포생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소환 전과 소환 후 시편의 

파단면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7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

다.

3.2 기공률

   각 시편에 대한 기공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ISO 5017
28)
에 따라 겉보기 기공률

과 진기공률을 측정하 다.

   최초 시편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진 도(true density, ρt)를 계산하 다. 건

조무게(mass of dry test piece)의 측정을 위해서 시편은 (110±5)℃에서 2시간동안 

완전 건조시키고 무게 측정을 위해 실온으로 냉각하는 동안에는 데시케이터에 보

관하 다. 실온으로 냉각된 시편은 0.0001 g의 정 도로 무게를 측정하여 m1으로 

기록하 다. 

   시편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기체를 열린기공으로부터 배출시키기 위하여 

진공장치를 사용하 다. 건조무게가 측정된 시편은 폐용기에 위치시킨 후 1시간

동안 rotary pump를 이용하여 폐용기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폐용기에 

연결된 주입구를 통해서 2차 증류수를 서서히 흘려 넣어 시편상부로 액체가 약 

20 ㎜ 정도 넘치도록 채웠다. 진공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킨 후 모든 열린기공으로 

액체가 침투되도록 1시간동안 유지한 후 증류수에 함침된 상태에서 시편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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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m2로 기록하 다.

   시편은 증류수로부터 꺼낸 지 1분 이내에 표면에 남아있는 액막(surface film)

만을 젖은 헝겊으로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m3로 기록하 다.

 증류수의 도(ρliq)는 1.0g/㎤으로 가정하 다. 부피 도(ρb), 겉보기기공률(πa), 진

기공률(πt) 그리고 폐기공률(πf)은 다음식(식 14, 15, 16, 17)에 따라 계산하 다.

ρ b=
m 1

m 3- m 2
× ρ liq ·························································································[14]

π a=
m 3- m 1

m 3- m 2
×100 ····························································································[15]

π t=
ρ t- ρ b
ρ t

×100 ····························································································[16]

π f= π t- π a ··········································································································[17]

  3.2 가스 투과성

   기공구조와 가스투과성간의 상관분석을 위하여 가스 투과성을 측정하 다. 가

스투과성은 gas flowmeter를 사용하여 산소의 투과도를 측정하 다.

측정은 가압법(constant pressure method)을 사용하여 상온(25℃)에서 각 시료에 

대한 산소투과도를 측정하 다. 가압법은 상부의 압력을 일정한 기압(1기압)으로 

유지시킨 후 시료의 일정한 면적(1㎠×1㎠) 및 두께를 통해 하부로 투과되어 나오

는 산소의 시간당 부피의 변화를 질량유속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하 다. 측정 전

에 산소기체로 1시간여 동안 퍼지하여 상부에 잔유하는 산소외의 모든 기체를 제

거한 후 측정을 시작하 다. 산소의 시간당 투과되어 나오는 속도가 일정해지면 

그 때의 값을 기록하고 다음 식(식 18)에 따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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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dVp

TPPA
lP atm ×××
−

=
76

273
)( 12   ····················································································· [18]

P: 투과도

A: 단위면적 (㎠)

P2: 상부압 (㎝Hg)

P1: 하부압 (㎝Hg)

T: 측정온도(K)

Patm:대기압 (㎝Hg)

l: 시편두께 (㎝)

dt
dV

: 시간당 부피변화량 (㎤/sec)

일반적인 기체투과도단위 (Barrer): 1 Barrer = 1×10-10㎤(STP)㎝/ ㎠.sec.㎝Hg

4. 통계분석

   

   각각의 고분자 종류와 첨가량에 따른 매몰재의 기계적 성질과 porosity 그리고 

gas permeability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을 사용하 고, 사후검정법으로 Tukey grouping을 사용하 다. 첨가된 고분

자의 농도증가가 기계적 성질, 기공률 및 가스투과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시행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95% 이상의 유의

수준에서 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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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다공성 매몰재의 제조 및 기계적 특성

   Porous 한 매몰재의 제조를 위한 고분자 물질의 첨가는 매몰재의 가스 투과성

을 높여 정 한 주조체를 제작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지만4), 그동안 연구되어온 고

분자 물질의 첨가는 여러 가지 기계적 물성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이는 고분자 물

질의 첨가에 의한 고투과성 매몰재의 제조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고분자 물질의 첨가는 매몰재의 점도를 향상시켜 혼합이 어렵게 되고 결

과적으로 충분한 결합반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물성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분말형태의 고분자 첨가는 porosity의 증가는 가져올 수 있지만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porosity가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내부의 back pressure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974년 Tidy24)의 연구에 따르면 porosity와 

permeability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명백하게 high porosity가 high 

permeability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볼 때 고분자의 첨가에 따른 매몰재의 점도상승과, 연

결된 pore의 생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분말형태의 첨가보다는 수용액 속에 고

분자를 용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수용액 속의 고분자물질도 점도의 상승을 피할 수 없으므로 매우 작은 

크기의 고분자 분말을 수용액 속에 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해볼 수 있다. 고분자

의 첨가에 따른 점도상승은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사용한 polyvinyl alcohol은 분자량이 작고 수용성

이므로 이를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이를 혼합액으로 사용함으로서 매몰재의 점도

증가를 최소화하고 혼합 후에는 고분자사슬이 연결된 형태로 존재하게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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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  성

   본 연구에 사용된 매몰재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 선 회절분석법을 시행

하고 Fig. 5에 나타내었다. 매몰재의 주성분과 결합재를 알아보기 위한 X선 회절

분석결과 CB와 HS 모두 Quartz 와 Cristoballite peak가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합재로 사용된 MgO와 NH4H2PO4의 peak 도 관찰됨으로서 본 연구에 사

용된 매몰재 2종은 모두 동일한 결합재와 내화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일반적으로 인산염계 매몰재는 MgO의 해리에 의한 Mg2+과 NH4H2PO4의 분

해에 의한
 
phosphate 이온이 결합함으로서 경화된다. 따라서 고분자 물질의 첨가

가 경화기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7. XRD patterns of two different investments.

      (a) CB 30  (b) HIGH SPA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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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합반응특성

1.2.1 경화시간

   CB 매몰재에 있어 고분자 물질의 첨가에 따른 초기경화시간의 변화결과를 

Table 4와 Fig. 7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은 증류수만을 혼합한 것으로 890초(14분 

50초)의 경화시간을 보 다. PVA의 농도증가에 따른 경화시간은 1.0 wt%까지 선

형적으로 증가하다가 2 wt%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PS의 경우 

0.25 wt%에서 급격한 증가양상을 보 고 이후 2.0 wt%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

다(p<0.05). 특히 PS는 0.5 wt%와 1.0 wt%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경화시간을 

나타내었다. PVA와 PS모두 초기농도에서는 경화시간이 증가하지만 농도가 더 증

가하는 경우 경화시간의 감소양상을 나타내었다(p<0.05). 각 농도에 따른 CB 매몰

재 내에서 PVA와 PS간의 유의차 검정결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CB 

매몰재에서 PVA와 PS는 서로 다른 경화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p<0.05).

   HS 매몰재에서의 PVA와 PS첨가에 따른 경화시간의 변화는 Table 4와 Fig. 8 

에 나타내었다. HS 매몰재에서 대조군의 경화시간은 390초(6분 30초)로 CB에 비

해서 짧게 나타났다. PVA는 0.5 wt%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p>0.05), 

1wt% 이상의 첨가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지연효과를 보

다.(p<0.05). 그러나 PS는 0.25 wt%의 첨가에 의해서 약 1분의 지연효과를 보 고

(p<0.05), 1 wt%까지 농도증가에 의한 통계학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p>0.05). 최고농도인 2 wt%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p<0.05). 

   고분자의 농도증가 경화시간의 변화에 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correlation effect) 분석을 위해서 선형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 다. 선형회

귀분석결과 CB 매몰재에서 PVA와 PS의 농도에 따른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PVA가 -0.816, PS는 -0.662로 나타났다. 피어슨 상관계

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다

는 것을 말하며, 0에 가까우면 두 변수간에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PVA는 PS 보다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PVA첨

가에 의해 경화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HS에서는 PVA의 첨가에 의해 피어슨 상관계수가 -0.936, PS는 +0.676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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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석되었다. 따라서 HS 매몰재에 있어 PVA는 농도증가에 따라서 경화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으며 PS는 반대로 지연됨을 알 수 있다(p<0.05). 

Table 4 .  The changes of setting time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sec)

Polymer
CB HS 

PVA
#-

PS
#-

PVA
#-

PS
#+

Concentration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892.4±2.5a 892.4±2.5a 387.4±10.2a 387.4±10.2a

0.25 wt% 936.0±1.5b 990.2±1.5b* 380.8±3.3ab 450.6±3.3b*

0.50 wt% 987.0±2.7c 930.4±2.7c* 383.0±3.3a 450.6±3.3b*

1.00 wt% 977.2±4.4c 866.6±4.4d* 371.4±2.6b 450.8±2.6b*

2.00 wt% 750.6±7.4d 791.4±7.4e* 308.8±2.9c 463.2±2.9c*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setting tim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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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tting time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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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tting time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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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재의 경화시간은 주로 물/분말 혼합비, MgO의 함량과 표면적과 깊은 관

계가 있다. 또한 혼합방법에 따라서도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

수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동일한 시간과 방법으로 혼합하 다. 또한 각각의 매몰

재 내에서 단지 PVA와 PS의 농도만을 변화시킴으로서 다른 변수를 제어하고 농

도에 따른 경화시간의 변화양상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HS가 

CB에 비해서 PVA와 PS에 첨가에 따른 경화시간의 변화량이 작게 관찰되었다. 

이는 대조군의 초기 경화시간을 가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고분자의 첨가에 

따라서 약간의 경화시간의 변화가 발견되지만, 이는 매몰재의 결합시스템이 강력

한 경우 그 향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2. 경화팽창률

   경화팽창률은 Table 4 와 Fig. 9, 10에 나타내었다.  CB에 있어 대조군은 약 

0.05%, HS의 대조군은 약 0.25% 의 경화팽창을 보 다. CB군에 있어 PVA 첨가

에 따라서 경화팽창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2%의 첨가는 경화팽창을 감소

시켰다. 

Table 5 . The changes of setting expansion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Polymer
CB HS

PVA
#-

PS
#+

PVA
#-

PS
#-

Concentration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0.05±0.01a 0.05±0.01a 0.25±0.01a 0.25±0.01a

0.25 wt% 0.03±0.01b 0.06±0.01bc* 0.17±0.02b 0.17±0.04b

0.50 wt% 0.04±0.01ab 0.10±0.04c* 0.17±0.01b 0.20±0.02a*

1.00 wt% 0.05±0.01a 0.09±0.01c* 0.15±0.01b 0.20±0.01a*

2.00 wt% 0.01±0.01c 0.10±0.01c* 0.20±0.01c 0.20±0.01a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setting tim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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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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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tting expansion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Control 0.25% 0.50% 1.0% 2.0%
0.00

0.05

0.10

0.15

0.20

0.25

0.30
 

 

S
et

tin
g 

ex
pa

ns
io

n 
(%

)

Concentration (%)

 PVA
 PS

Fig. 11. Setting expansion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 27 -

   PS의 경우 농도증가에 따라서 선형적인 경화 팽창의 증가를 보 으며 2% 첨

가시에는 약 0.1%의 경화팽창을 보 다. HS는 CB보다 큰 팽창량이 나타났다. HS

의 대조군은 약 0.25%의 경화팽창을 보 으나 PVA와 PS 의 첨가에 따라서 각각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지만 PS의 감소양상이 PVA보다 작았다. 상관분석결과

로 측정되어진 피어슨 상관계수는 CB 매몰재에 PS를 첨가한 경우 0.509, PVA를 

첨가한 경우 -0.721로 분석되었다. HS 매몰재에서는 PS 첨가에 의해 -0.041, 

PVA에의해 -0.182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측정되었다. 이 결과로 두가지 매몰재는 

PS와 PVA 첨가에 의해 경화팽창이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특

히 CB 매몰재에 첨가된 PS는 경화팽창은 증가시키는 양의 관계이며 나머지는 모

두 감소하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화팽창은 결합재의 반응속도와 내부에 잔존하는 기포의 함량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Takahashi23)의 연구에서 보면 혼합직후 매몰재 내부에 잔존

하는 기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화팽창량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는 경화팽창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혼합 후 내부에 잔존하는 기포의 양이 작아

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CB의 경우 PVA와 같은 수용

성 물질의 첨가에 따라 경화팽창의 감소가 발생하 고, PS는 오히려 증가하 다. 

이 결과는 Takahashi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혼합 시 발생한 기포에 나노크기

의 고분자 분말이 치환됨으로서 내부 기포를 감소시켜 경화팽창에 기여하 다고 

판단된다. 이 가정은 경화시간측정과 유동도 측정결과를 관찰함으로서 증명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화시간은 PVA가 PS보다 짧았으며 유동도는 

PS가 PVA 보다 우수하 다. 결과적으로 PVA의 첨가는 매몰재의 점도 상승을 가

져오고 이는 PS에 비해서 완벽한 혼합을 방해하게 됨으로서 기포의 발생을 증가

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화팽창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유동도의 결과는 이를 증

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PV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동도는 큰 폭으로 감소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반대로 PS는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유동도의 변화가 크

게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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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동도 

  고분자 첨가에 따른 유동도의 결과를 Table 5와 Fig 11, 12에 나타내었다. CB 

대조군의 유동도는 약 12 ㎜,  HS는 10 ㎜로 측정되었다. 두 가지 매몰재 모두 

PVA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유동도의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p<0.05). 

Table 6 . The changes of consistenc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Polymer
CB HS

PVA#- PS#- PVA#- PS#-

Concentration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11.81±0.12a 11.81±0.12a 10.25±0.13a 10.25±0.13a

0.25 wt% 8.27±0.12b 11.75±0.08ab* 6.26±0.10b 10.22±0.08a*

0.50 wt% 7.00±0.16c 11.64±0.07b* 4.82±0.09c 9.94±0.12b*

1.00 wt% 6.63±0.12d 11.35±0.08c* 4.64±0.08d 9.20±0.12c*

2.00 wt% 6.06±0.13e 10.45±0.13d* 4.16±0.12e 8.85±0.14d*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setting tim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setting time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반면 PS가 첨가되면 고분자 농도의 증가에 따른 두 종류 매몰재의 유동도가 

감소양상이 매우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p<0.05). 특히 0.25 wt% 첨가에서는 

증류수로만 혼합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분석결과 CB 매

몰재에 PS를 첨가한 경우 -0.760, PVA를 첨가한 경우는 -0.966, HS 매몰재에 PS

를 첨가한 경우 -0.724, PVA를 첨가한 경우 -0.936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측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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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도가 감소하게 되면 혼합 시 기포발생이 증가하고, 충분한 경화반응이 어

렵게 된다. 유동도는 점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점도의 증가는 유동도의 감소를 

수반한다. PVA의 경우 수용성 고분자로  본 연구에서는 점도의 증가를 최소화하

기 위해 저 분자량의 PVA를 사용하 지만 본 결과와 같이 점도의 증가를 피할 

수 없었다. 반면 PS는 첨가 농도에 관계없이 유동도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Ballard 등4)은 매몰재의 고투과성을 얻기위해 Acylic resin 분말을 첨가 하

다. 그에 연구에 따르면 레진 분말의 첨가로 인하여 매몰재의 점도가 증가하 고 

이는 유동도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하 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혼수비를 증가

시켰다고 하 다. 그러나 혼수비를 증가시켜 유동도를 개선하는 경우 과량의 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소환 시 물의 탈수에 의한 과도한 수축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총 팽창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발생한다. 따라서 혼수비의 증

가 없이 유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나노크기의 고분

자 분말을 수용액 내에 분산시켜 혼합하는 방법이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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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sistency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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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nsistency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concentration 

1.5 압축강도 

  압축강도 결과는 Fig 13. 14, 15, 16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의 측정결과 CB매몰

재에 PVA를 첨가한 경우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생형강도와 소결강도의 감소가 

발견되었다(p<0.05). 그러나 PS를 첨가한 경우 생형강도는 0.25 wt%, 소결강도는 

0.5 wt%까지 증류수만으로 혼합한 대조군과 유의차가 없었다(p>0.05). HS 매몰재

에서는 PVA를 첨가한 경우 생형강도와 소결강도 모두 0.5 wt%까지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PS를 첨가한 경우 최대첨가 농도인 2.0 wt%까지 생형강도에 

차이가 없었고(p>0.05), 소결강도는 0.5wt %까지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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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형강도는 압축강도는 상온 결합반응이 충분히 완료된 후 강도인 생형강도와 

고온에서 소결한 다음 측정되는 소결강도가 있다. 매몰재에 있어서 생형강도 보다

는 소결강도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왜냐하면 실제 주조과정에서 필요한 강도는 

소결 후 강도이기 때문이다. 소결강도가 낮으면 주조압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생형강도는 소결강도보다 크다. 고온으로 가열하는 동안 매

몰재는 열팽창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매몰재의 강도저하를 유발하게된다. 매몰재

의 열팽창은 주로 SiO2 동소체의 상전이를 통하여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매몰재는 내화재로 quartz와 cristoballite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quartz는 573℃에서 α→β로 상이 변태하면서 약 1.4%의 팽창이 발생하

며, cristobalite는 200 - 270℃에서 역시 α→β로 변태하면서 약 1.6% 팽창이 일어

난다. 하지만 이것을 100% 내화재만을 사용하 을 때 나타나는 팽창이며 매몰재

에서는 내화재를 약 70%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작은 팽창을 얻게 된다. 

   매몰재의 내화재가 열팽창을 하게 되면 내화재를 결합하고 있는 결합재 사이

에서 미세한 crack이 발생하게 된다. 결합반응이 충분하고 고온에서 소결 되었다

고 하더라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매몰재의 강도는 저하되게된다. 매몰재

에 팽창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발생하게 되면 주조체에 fin과 같은 결함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fin 발생 결함은 과도한 팽창에서 기인하지만, 혼수비가 높은 일부 

매몰재에서는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HS 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CB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보 다. PVA농도의 

증가에 따른 생형강도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반면 소결강도는 농도의 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인산염계 매몰재에 관련된 ISO 9694번 규격

에 따르면 매몰재의 소결강도는 type I인 경우 2.5 ㎫ 이상, type II인 경우 3 ㎫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type I은 inlay, crown 그리고 고정성 보철물의 제

작에 사용되며, type II는 부분의치나 가철성 보철물의 제작에 사용된다고 하 다. 

즉 주조압이 작은 type I매몰재가 비교적 작은 압축강도를 필요로 하며 주조체가 

크고 주조압이 크게 작용하는 type II라도 3 ㎫ 이상의 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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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 The changes of green-strength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Polymer

Concentration

CB HS

PVA
#-

PS
#-

PVA
#+

PS
#-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14.40±2.0a 14.40±1.96a 11.45±0.9a 11.45±0.87a

0.25 wt% 10.38±0.5b 12.33±0.70ab* 10.31±0.8a 11.21±1.70a

0.50 wt% 10.09±2.0c 11.33±0.81b 11.43±4.3a 10.74±0.65a

1.00 wt% 11.64±2.1c 11.32±0.64b 8.74±2.1a 10.28±2.29a

2.00 wt% 11.47±0.9c 9.07±0.60c* 12.08±3.4a 9.28±1.65a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green strength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green strength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green strength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Table 8 . The changes of sintering-strength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

Polymer

concentration

CB HS

PVA#- PS#- PVA#- PS#-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0.00 wt% 3.45±1.2a 3.45±1.17a 2.25±0.3a 2.25±0.30ac

0.25 wt% 1.31±0.5b 3.42±0.29a* 2.14±0.2a 2.55±0.24a

0.50 wt% 2.05±0.4b 2.62±0.40a 1.66±0.2a 1.72±0.50bc

1.00 wt% 1.80±0.2b 2.06±0.42b 1.32±0.3b 1.65±0.26bc 

2.00 wt% 1.06±0.1b 1.04±0.26c 1.72±0.5a 1.50±0.23b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sintering strength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sintering strength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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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ressive strength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VA

concentration. (CBN: green strength, CBF: sinter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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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ressive strength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concentration (HSN: green strength, HSF: sinter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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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 Compressive strength of CB30 investment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CBN: green strength, CBF: sinter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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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 Compressive strength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HSN: green strength, HSF: sinter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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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PVA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생형강도는 ISO의 규격을 충분히 만

족하 지만 소결강도는 매우 저하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전용액에 따른 변수를 배제하고 고분자의 첨가에 따른 효과만을 검증하

고자 증류수만으로 혼합하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전용액을 사용할 경우 충

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의 매몰재에 PVA 수용액

을 첨가한 경우 최소 농도인 0.25%에서 약 2.5 ㎫ 보 고 나머지 군에서도 3 ㎫ 

내외의 강도를 보 으므로, 전용액으로 혼합한다면 더 높은 강도가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1.6 열팽창률(TMA)

    매몰재의 열팽창은 정 한 주조체를 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이다. XRD 회절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종류 매몰재 모두 quartz와 

cristobalite를 사용하고 있다. Fig 17, 18은 두 종류의 매몰재에 PVA와 PS를 각각 

2%로 첨가한 시편의 열팽창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PVA, 그리고 PS모두 200℃ 

부근에서 급격한 수축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대조 군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즉 고분자 물질의 첨가에 따른 수축이라기 보다는 초기 반응에 참여하 던 결정

수가  증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온도 부근에서 CB 의 경우 HS에 비하여 큰 수

축을 보 다. 압축강도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준다. CB의 압축강도는 HS에 비

하여 매우 낮았다. 왜냐하면 이처럼 과도한 물의 증발에 따라 수축, 팽창을 반복하

게 되고 따라서 미세한 틈이 발생하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압

축강도는 저하되게 된다.  

   200∼300℃ 부근에서는 급격한 팽창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cristobalite 의 

전형적인 팽창곡선이다. 또한 573℃ 부근에서도 quartz의 상전이에 의해 발생한 

급격한 팽창이 관찰된다. 열팽창 곡선에서는 PVA와 PS의 고농도의 첨가에 따른 

특이한 열팽창의 변화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고온에서는 이미 고분자 물질이 모

두 소실되고 열팽창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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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rmal expansion of CB30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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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hermal expansion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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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열적거동 

    기존 매몰재의 유기물 존재여부와 첨가한 고분자의 소실여부를 판단하고자 

TG/DTA를 측정하 다. Fig. 19은 두가지 매몰재에 대한 DTA, TG 그래프이다. 

TG는 온도의 함수로써 질량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즉 온도에 대

한 질량변화량을 측정하여 만들어진 곡선인 것이다. 질량의 감소 또는 증가는 반

드시 어떤 반응을 수반하게 되어있다. 만약 질량의 변화가 없는 반응은 TG로 연

구할 수 없다. 반면 DTA는 시료온도와 기준물질 사이의 온도차이를 가지고 시료

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게 된다. 따라서 질량의 변화를 동반하여야만 하는 

TG 보다는 덜 제한적이다. DTA가 감지하는 화학반응은 주로 상변화, 구조변화와 

같은 미세한 반응열의 변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ΔH

가 흡열반응이거나 발열반응이면 시료의 온도는 기준물질의 온도를 초과하거나 

감소한 것이다. 흡열피크가 관찰된 경우는 시료에서 상전이, 용융, 증발, 승화, 흡

착 또는 수화나 분해가 일어난 것이다. 발열피크가 관찰된 경우라면 상전이, 흡착, 

분해, 산화가 일어난 것이다. 즉 발열피크에서는 용융, 증발, 승화반응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Wakasa는 DTA/TG를 이용하여 치과주조용 매몰재의 열적거

동을 분석한 바  발열피크는 유기물의 연소와 같은 반응에서 주로 관찰되며 흡열

피크는 분해나 증발 또는 상전이와 같은 경우 관찰 할 수 있다고 하 다
25)
. 본 연

구결과에서 명백한 발열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로서 두 가지 매몰재 모두에서 

출발당시 유기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유기물이 존재하

다면 발열피크가 관찰되었을 것이다. 200℃ 부근과 570℃ 비교적 큰 흡열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온도는 Quartz와 Craitobalite의 상전이 구간으로 SiO2의 상

변태에 따른 반응열의 변화 때문에 측정되어진 결과라고 판단되었다.

  200℃ 부근에서 TG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MgO와 NH4H2PO4의 초기 화학반

응에 사용되었던 수화된 물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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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DTA and TG curves of CB30 investment with different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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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TA and TG curves of HIGH SPAN II investment with different

             polymers.



- 39 -

2. 다공성 및 가스투과성 측정

  

   기공구조는 다공체의 1차적인 물성으로 기공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열린기공(open pore)와 닫힌 기공(closed pore)로 구분되며, 

열린기공은 다시 연속형과 비연속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연속기공은 지지체의 양

쪽면으로 기체가 투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속기공을 평가함으

로서 매몰재의 back pressure″의 소실을 증명하게된다. 

  다공성 매몰재의 기공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화상해석법, 수은주입법, 또는 

기체투과법 등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화상해석법의 경우 복잡한 기공구조의 정

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고도의 전처리기술과 해석방법을 필요로 하며, 수은주입법

에서는 측정 시 높은 압력으로 인한 매몰재의 파괴가능성이 있으며 porosity의 크

기가 큰 경우 정량화하기 어려우며 연속기공과 비연속기공을 정량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기체투과법은 측정방법이 간단하며 다공성인 

재료의 연속기공을 선별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2.1 파단면 분석

   소환 전과 소환 후 매몰재의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 21, 22에 

나타내었다. CB와 HS 모두 2%의 PVA를 첨가한 군에서 명백한 기포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소환 전의 CB 와 HS의 SEM사진(Fig.21 (a), Fig.22(a))을 관찰하면 표면이 매

우 치 하여 측정된 배율에서 pore를 관찰하기가 어려운 반면 950℃에서 소환하여 

관찰된 표면(Fig21(b), Fig.22(b))에서는 다소의 기포를 관찰할 수 있다. SEM사진 

소견과 porosity측정결과를 비교하면 소환 후에 기포가 생성된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porosity 측정결과에서 고분자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소환 후에 pore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초에 결합재로 사용되었던 

MgO와 NH4H2PO4가 고온에서 반응하면서 붙어있던 NH
+
이온이나 유기 불순물등

이 소실되었거나, 혼합시 발생하 던 pore들을 암모니아 이온과 같은 유기물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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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되면서 연결시켜 open pore를 생성하 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진다.

  고분자를 첨가한 매몰재의 파단면(Fig. 21(e), Fig 22(e))에서는 조금 더 크고 많

은 양의 pore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매몰재에 고분자 물질을 첨가하 을 경우 

pore의 생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a) Control group before firing (b) Control group after firing

    

 (c) Special liquid group before firing (d) Special liquid group after firing

(e) Test group with PVA 2% concentration after firing 

Fig. 22. SEM photographs of CB30 investment before and after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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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group before firing (b) Control group after firing

    

(c) Special liquid group before firing (d) Special liquid group after firing

(e) Test group with PVA 2% concentration after firing 

Fig. 23. SEM photographs of HIGH SPAN II investment before and after f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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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공률 

  

    내화제품에 관한 겉보기기공률(apparent porosity) 및 진기공률(ture porosity)

에 관한 ISO 5017
28) 
규격에 따라서 porosity를 측정하 다. 이 규격에 따르면 다

공체 내화물의 건조무게와 진공상태에서 잔존기체를 최대로 배출시키고 물속에 

장입하여 얻은 포수무게를 이용하여 부피에 대한 열린기공(open pore)과 닫힌기공

(close pore)의 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28)
.

    porosity의 측정결과는 Table 8, 9, Fig. 23, 24에 각각 나타내었다. 고분자의 

첨가 없이 950℃에서 1시간 소결된 CB와 HS의 대조군에서 각각 23±0.1%, 

19.3±0.2%의 열린기공을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의 고분자 

첨가량을 증가시킨 군에서 열린기공의 증가가 나타났다(p<0.05). CB에서 PVA를 

최대 2 wt%를 첨가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약 7%의 열린기공의 증가를 보

으며 닫힌기공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p>0.05). PS의 최대농도에서는 그보다 

적은 약 3.5%의 열린기공의 증가를 보 고 닫힌기공은 약 2%의 감소를 나타내었

지만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다(p>0.05).

    HS군도 CB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PVA의 첨가에 따른 열린기공의 증

가율은 최대농도인 2 wt%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7%의 증가하 고 닫힌기공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PS도 동일 농도에서 약 8%의 증가를 나타내었으

며 닫힌기공은 각각 약 2%, 6%가 감소함을 보 다(p<0.05). 고분자의 농도증가에 

의하여 매몰재의 기공률이 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CB 매몰재에 PVA 첨가시 0.643, PS 첨가시 0.562로 측정되었다. 

또한 HS 매몰재에 대한 결과는 PVA 첨가시 0.956, PS첨가시 0.806의 피어슨 상

관계수가 측정되어 고분자 첨가에 의한 기공률의 발생확률은 CB 보다 HS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조시 매몰재의 공동에 발생하는 후방압력을 소실시키기 위해서는 다공성을 

부여해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고다공성이 반드시 고투과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열린기공과 닫힌기공의 비는 중요하다. 열린기공의 비가 높을수록 가스

투과성은 향상되며 이는 후방압력으로 인한 불완전한 주조체의 제작을 감소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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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CB와 HS 모두 고분자의 첨가량을 증가시키면 열린기공의 비

율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분자의 매몰재 첨가는 열린기공

의 비율을 높이고 이는 가스투과성을 향상시켜 후방압력에 의한 불완전한 주조체

의 제작빈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Table 9.  The changes of open porosit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V/V)

Polymer

Concentration

CB HS

PVA
#+

PS
#+

PVA
#+

PS
#+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23.0±0.1a 23.0±0.1ab 19.3±0.2a 19.3±0.2a

0.25 wt% 24.3±1.4ab 23.1±1.5ab 20.7±0.3ab 21.0±0.3a

0.50 wt% 25.8±1.3ab 20.2±4.7b 22.2±1.1bc 24.9±0.4b

1.00 wt% 22.9±3.3a 26.4±1.4a 23.2±1.4c 26.8±0.8b

2.00 wt% 29.3±2.2b 26.5±1.5a 26.6±0.3d 27.0±2.3b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open porosity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open porosity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Table 10.  The changes of close porosity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V/V)

Polymer
CB HS

PVA
#+

PS
#-

PVA
#-

PS
#-

Concentration   Mean ± S.D.   Mean ± S.D.   Mean ± S.D.   Mean ± S.D.

Control
a) 17.6±0.5a 17.6±0.5a 15.2±2.4a 15.2±2.4a

0.25 wt% 16.4±2.1a 17.2±3.4a 13.4±2.0a 19.2±5.6a

0.50 wt%  15.8±4.5a 17.7±6.2a 14.2±1.1a 10.0±0.9b

1.00 wt% 20.7±8.6a 15.6±1.4a 12.0±6.7a 9.3±0.8b

2.00 wt% 17.8±6.6a 15.7±1.4a 13.1±6.3a 9.5±3.3b

a․b․c․d․e : statistical grouping of close porosity according to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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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polymer (Kruskal-Wallis test & Tukey grouping, p<0.05). 
* :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VA and PS in each investment

   (Wilcoxon sum rank test, p<0.05).
#+
 : positive liner regression of close porosity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
 : negative liner regression of close porosity on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simple regression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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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orosity of CB30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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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orosity of HIGH SPAN II investments according to PVA & PS in 

maximum concentr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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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 투과성

   고분자의 매몰재 첨가에 따른 기계적 성질과 열린기공의 발생정도를 측정한바 

작업성을 큰 저하없이 적절한 열린기공의 증가를 얻을 수 있는 최종물질로 PS를 

선택하 다. PS의 가스투과성은 Table 10, Fig. 25에 나타내었다. 가스투과성을 측

정하기 위해 소결된 매몰재에 상부 2기압과 하부 1기압으로 기압차를 주어 약 1

기압의 압력으로 산소를 투과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 고분자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인 경우, CB에서 8.31×107, HS

에서 1.62×107 barrer가 측정되었다. 즉 porosity의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열린기공의 비가 높은 CB가 HS에 비해 더 높은 가스투과성을 보 다. 

   또한 본 연구의 최대 고분자 첨가농도인 2 wt%에서 CB는 3.51×108, HS는 

1.99×108 barrer가 측정되어 약 4∼12배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

과가 시사하는 것은 적은 농도의 고분자 첨가에 의해 높은 효율의 가스투과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적절한 농도의 고분자 첨가는 매몰재의 가스 투과성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후방압력의 제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Table 11. The gas permeability of investments on cumulative 

increase of polymer concentration                           (Barrer)

Polymer CB+PS HS+PS

Concentration   Mean ± S.D.   Mean ± S.D.

Control
a) 8.31×107 1.62×107

0.25 wt% 3.30×108 2.43×108

0.50 wt% 2.36×108 2.24×108

1.00 wt% 2.05×108 2.35×108

2.00 wt% 3.51×108 1.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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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Gas permeability of two investments according to P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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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인산염계 매몰재에 다공성부여를 위해 Polyvinyl alcohol(PVA) 및 Polystyrene 

(PS) 고분자를 첨가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특성, porosity 및 가스 투과성을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XRD 회절분석결과 CB30(CB)과 HIGH SPAN II(HS) 매몰재는 내화재로 

quartz와 cristobalite를 사용하 으며 결합재로 MgO와 NH4H2PO4를 사용하는 

동일한 시스템이었다.

 2. 인산염계 매몰재에 고분자를 첨가한 경우 CB와 HS 매몰재는 첨가농도가 적은 

경우 경화시간이 증가하지만 농도가 증가하면서 경화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p<0.05). 그러나 PS가 PVA보다 변화량이 작았다.

 3. 경화팽창량은 HS가 CB보다 더 컸으며 이는 HS가 CB보다 결합재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CB와 HS 모두 PVA 첨가 시 경화팽창이 감소하 으

나(p<0.05), CB에 PS를 첨가한 경우에는 0.25 wt%부터 미세한 팽창의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

4. PVA와 PS의 첨가에 따른 유동도의 변화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CB와 

HS모두 첨가된 PV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동도의 감소에 있어 통계학적인 

유의성이 발견된 반면(p<0.05), PS는 0.25 wt%의 농도에서는 대조군과 유의차

가 없었다(p>0.05).

 5. 압축강도는 CB와 HS모두 PVA와 PS의 첨가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p<0.05). 소결강도는 PVA의 경우 ISO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PS는 최소농도인 0.25wt%에서 대조군과 유의성있는 차이   

   를 발견하지 못하 으며(p>0.05) ISO 규격을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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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분자의 첨가가 열팽창의 변화에는 매우 작은 양의 감소를 나타내어 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PVA보다는 PS가 열팽창 감소량이 작았다.

7. 본 연구에 사용된 매몰재 2종의 분말에는 소환 시 제거되는 유기물의 peak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고분자 첨가에 따라 유기물의 소실 peak를 관찰할 수 있  

   어 소환 시 고분자의 소실에 의한 기공생성이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SEM 관찰에서 고분자 첨가된 군의 기공분포가 더 넓게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9. CB와 HS 모두 PVA와 PS 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열린기공의 증가가 나

타났으며(p<0.05) PS보다는 PVA의 첨가 시 열린기공의 분율이 높음으로 보아 

PVA보다 PS가 열린기공을 만드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10. 2 wt%의 PS 첨가에 의해 CB는 3.51×108, HS는 1.99×108 barrer 의 산소투과

도가 측정되었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해 약 4∼12배가 증가된 양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수용성 고분자인 PVA보다 비수용성 고분자인 PS의 첨

가가 매몰재의 기계적 성질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공성과 가스투과성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주조 시 후방압력의 소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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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Effect of Polymer-modified Solution on Porous 

Magnesia-phosphate Investments

(Directed by Professor Kyoung-Nam Kim, D.D.S., M.S.D., Ph.D)

     Lee, Sang-Bae

     Div.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gas permeability of dental investment material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very important characteristics for sound castings. If the remaining gas of 

the investment material is not emitted, that makes trouble in gaining the detail 

form of the casting body. It means that the margin of casting body may be 

round unexpectedly; so marginal fit is not proper. This remaining gas is a 

causative factor of casting body defect by back-pressure, especially in case of 

low specific gravity metal casting (e.g. titanium) or vacuum-pressure casting 

method.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wo 

phosphate-bonded investment materials (CB30, HIGH SPAN II) modified with 

two polymer materials. (soluble, insoluble) Our experimental polymer materials 

are PVA(polyvinyl alcohol) and PS(polystyrene). PVA, soluble polymer, was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PS, insoluble polymer, which was prepared by 

emulsifying polymerization for average particle size about 200nm and they 

were diluted with distilled water. Each 0.25%, 0.5%, 1% and 2%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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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was adopted to commercial investments and they were burn out 

at a temperature of 950 degree. Then we examined their mechanical 

characteristics, porosity and gas permeability.

  Quarts and Cristobalite were detected to the major component of the 

investment material in this study. also It was revealed that two investment 

materials had same binding system as MgO-NH4H2PO4. The initial setting 

reaction of investments was more delayed as the higher concentration of 

polymers. However, PS had less influence on hardening reaction than PVA. 

Considering that the setting expansion was influenced by the velocity of 

binding reaction and the amount of remaining air bubble, we found that PS 

made the less setting expansion by the less air bubble generation than PVA. 

The significant factor of the fluidity of material is the incorporation of 

polymer. As the more PVA was added, the fluidity was rapidly reduced on the 

contrary that PS had little influence on fluidity. The compression strength of 

two investment materials was reduced for addition of PVA and PS, but more 

than 2.5 ㎫, which is recommended by ISO specification. Regardless of addition 

of 2% polymer, the maximum concentration, no significant thermal expansion 

change was noted. As the result of DTA/TG measuring, no specific organic 

material existed higher in two initial composition of investments because any 

initial investment material didn't show the exothermic peak.  

   The porosity was increased by increasing polymer concentration and open 

pore ratio was enhanced together in the both experimental investments. The 

addition of polystyrene polymer increased porosity and permeability without 

loss of mechanical propertie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Key words : Investment, magnesia phosphate binder, PVA, polystyrene, 

polymer, porosity, gas permeability, back-pres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