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치과 역에서 금의 사용은 기원전부터라고 전해지

나, Paffenbarger 등(34)에 의해 1932년 인레이 주조용

금합금의 물리적 성질과 규격이 발표된 이래 1948년

미국금속학회에서 구강내조건에 적합한 물리적 성질

을 가진 4종의 치과용금합금의 배합범위가 보고되었

고, 그후 Brumfield(5)에 의해 치과용 금합금에 관한

표준시험법이 제시되어 1966년에는 미국치과의사협회

규격 제 5호로서 치과주조용 금합금이 제정되는 계기

가 되었다.

치과용 금합금은 좋은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7, 11), 치

아와 비슷한 마모 저항성을 나타내고(9), 우수한 변연

적합성을 가지며(8, 37), 부식과 변색저항성이 우수하고(7,

37), 연마시 고도로 활택한 표면의 형성이 가능하므로(7,

26) 손상된 치아나 상실된 치아의 수복에 다양하게 사용

된다.

그러나 치과용 주조 수복물의 제작에 있어 오찰을

유발하는 문제점들, 즉 인상재와 모형재의 체적 변화

와 부정확성, 납형 제작 과정시 왝스의 변형, 매몰재의

팽창, 금속의 주조 수축, 주조체 내면의 돌기 및 기포

형성, 악간 교합 기록재의 부정확과 체적 변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재현하지 못하는 교합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12) 이상적인 형태와 교합, 인접면 접촉을 가진

납형의 제작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주조 수복물을 임상

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조 수복물의 인접면 접촉은 접촉 부위를 인

위적으로 삭제한 경석고 모형 상에서 조정되고 연마되

므로(15, 39) 삭제한 석고의 양과 연마로 인해 소실된 금

속 양에 따라 다른 접촉의 긴 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임상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긴 한 접촉은 임상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느슨한 접촉시는 납착 등의 부가적

인 기공 작업을 통해 수정되거나(15, 39) 주조물의 재제작

이 요구되므로 개의 주조물은 다소 긴 한 접촉을

갖는 상태로 제작된다. 따라서 임상 과정 중의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후에는 활택한 표면이 상실되어 상 악

교합면의 마모 가능성을 증가시키고(25), 치태와 치석,

색소의 축척을 증가시켜(7, 8, 21, 44, 48) 치주 질환이나(1, 48)

인접치아의 인접면 우식을 유발할 수 있고, 환자의 불

편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7) 부식과 변색이 생길 가능성

이 높다(7, 26). 따라서 상실된 활택한 표면의 재형성을

위하여 재연마의 과정이 추천된다.

그러나 정확히 조정된 접촉면을 연마시에는 연마재

의 종류와 연마 시간에 따른 금속의 소실에 의해 의도

된 접촉 정도보다 약해진 접촉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

다(11). 아직까지 연마재의 종류와 연마시간에 따른 금속

의 소실 정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 접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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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도와 연마의 정도는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임상 과정 중 흔히 시행되는 금

합금 주조물의 교합 조정이나 인접면 접촉 조정 후에

사용되는 연마재의 종류와 연마 시간에 따른 금합금

소실의 양과 연마면의 활택 상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실험재료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국내에 시판되는 금합금 연마기구중

포인트 형태의 4개 회사 제품 8종류와(Table 1) green

stone point(Carborundun point HP, Shofu Inc.,

Japan.)를 사용하 으며 금합금은 제 2형 금합금(동명

DM 76, 우리동명사, Korea.)을 사용하 다.

2. 실험방법

1) 연마 두께의 실험

가) 시편의 제작

10×10×1㎜의 금합금 시편 80개를 연마기

(Buehler Co., USA.) 상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지

1000 grit과 2000 grit으로 순차적으로 연마한 후 입

도 0.05m 의 알루미나 분말로 최종 연마하 다.(사진

부도 1-2)시편을 10개씩 8개군으로 나누었다.

나) 시편의 처리

본 실험을 위해 제작한 Ball on disk 마모시험기에

EWL K9 micromotor(KaVo Elektrotechnisches

Werk GmbH., German.)를 수직으로 부착하고 이의

하방에 시편을 고정한 후 시편을 30rpm의 속도로 회

전시키면서 8종류의 금합금 연마 기구 각각 10개씩을

사용하여 각 군의 시편당 180초 동안 390gm의 균일

한 힘과 20,000rpm의 속도로 연마한 다음 15분간 초

— 278—

Table 2. Polishing materials studies in 8 groups

Table 1. Polishing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음파 세척을 하고 건조시켰다(Table 2, 사진부도3-4).

다) 측정

시편의 표면을 기계적 표면 외형 투사 장비, 즉 표면

조도기를 사용하여 기록한 표면 외형 그림에서 연마로

인해 소실된 금합금의 두께를 연마되지 않은 부위와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다.

표면조도기는 Surfcorder SEF-30D(Kosaka

Laboratory Ltd., Japan.)를 사용하 고 cut off파장

은 0.8㎜, 측정 길이는 8㎜로 하 다. 측정 stylus는

0.2㎜ 크기 고 주행속도는 0.2㎜/s, 수평 확 는 10

배, 수직 확 는 500배로 하 다. 모든 측정은 실온에

서 시행하 고 적절한 시편의 측정을 위하여 stylus가

달린 jig를 2㎜씩 평행하게 움직여, 한 방향에서 3번씩

측정하여 한 시편당 6번 측정하고 기록된 표면 외형 그

림에서 연마되어 소실된 두께의 평균값을 산출하 다.

라) 통계 분석

각 군별 평균 소실 두께를 비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법과 Mann-Whitney법을 사용하

다.(p<0.05)

2) 연마 정도의 실험

가) 시편의 제작

10×10×1㎜의 금합금 시편 63개를 연마기

(Buehler Co., USA.) 상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지

600grit으로 연마한 후 1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고

green stone point를 사용하여 20초간 표면을 삭제하

고 다시 1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한 후 건조시켜 3개씩

21개 군으로 나눈다.

나) 시편의 처리

3가지 brown rubber point 즉 Alphaflex brown,

Shofu brown, Eveflex brown제품을 사용하여 Ball

on disk 마모시험기 상에서 연마시간을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와 60초로 나누어 각 군의 시편당

390gm의 균일한 힘과 20,000rpm의속도로 연마한

다음 1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고 건조시켰다. 이를 실

험군으로 하고 연마를 시행하지 않은 한 군을 조군

으로 하 다.(Table 3)

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각 군당 한 개의 시편을 SEM stud에 부착하고 연마

결과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100배 배율로 비교 관

찰한 후, green stone point의 거칠기가 완전히 소실

된 연마시편을 1000배 배율로 사진 촬 하 다.

Ⅲ. 실험 결과

1. 평균 연마소실 두께값과 표면 외형 그림

8종의 금합금 연마재 각 군에서 표면조도기로 측정

한 평균 연마소실 두꼐값의 평균과(Table 4, Fig. 1,

Fig 2) 표면 외형 그림을 나타냈다.(Fig. 3)

2. 연마재 종류에 따른 비교

Brown point인 1, 2, 3 군 간의 평균 연마소실 두께

값의 비교시 각 군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었

다.(Table 5) 

Green point 인 4, 5, 6, 7, 8 군 간의 평균 연마소

실 두께값의 비교시 4군과 8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차가 있었다.(Table 6)

1에서 8까지의 모든 군 간의 평균 연마소실 두께값

의 비교시 3, 4, 8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차가 있었다.(Table 7)

3.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Green stone point를 사용한 조군에서는 깊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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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lishing materials and time in the experiments about the degree of poli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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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verage values reported for each group

Fig 2. Average thickness of gold alloy lost in using green rubber points

Fig 1. Average thickness of gold alloy lost in using brown rubber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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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surface profile tracing of each group



과 불규칙한 외형을 가진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고,

brown 연마재를 사용한 실험군에서는 조군에서 관

찰되었던 깊은 홈과 불규칙한 외형은 소실되었으나 연

마재에 의한 미세하고 얕은 흠이 남아 있었다.

각 실험군에서는 green stone point에 의한 거칠기

의 소실에 있어 brown rubber point의 종류에 따라

시간상의 차이를 보 는데, Alphaflex brown 제품을

사용한 군들의 경우 20초의 연마 시편에서 완전하게

green stone point에 의한 표면 거칠기가 소실되었

고, Shofu brown 제품의 경우 30초, Eveflex brown

제품의 경우 40초의 연마 시편에서 같은 결과가 관찰

되었다.

완전히 연마된 시편의 1000배 배율 관찰시 연마재

에 의해 생긴 미세한 홈에서도 연마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는데 Eveflex brown 지품이 가장 미

세한 거칠기를 보 고 그 다음은 Alphaflex brown,

Shofu brown 제품의 순이었다.

모든 시편에서 고도로 활택된 표면은 관찰할 수 없

었다.(사진부도 5-18)

Ⅳ. 총괄 및 고찰

치과용 금합금은 좋은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7, 11), 치

아와 비슷한 마모 저항성을 나타내고(9), 주조가 용이하

며 burnishing이 가능하고 납착으로 수정이 용이한

들의 작업상의 특성과(9, 37), 우수한 변연 적합성을 가지

며, 부식과 변색 저항성이 우수하고(9, 37), 연마시 고도

로 활택한 표면의 형성이 가능하므로(7, 26) 오래전부터

손상된 치아나 상실된 치아의 수복에 다양하게 사용되

어 왔다.

그러나 실제 임상의 적용에 있어 복잡한 임상과 기

공 과정을 통한 제작으로 인해 많은 오차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12) 완성된 수복물에 한 임상에서의 재조정

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완성된 수복물의 부정확은 주

로 인접면 접촉부위와 교합에 있어 발생하며 개는

지나치게 긴 한 접촉이나 높은 교합을 나타낸다. 치

아 사이의 임접면 접촉은 음식물의 압입을 방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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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mean thickness of gold alloy
lost in using brown rubber points

Table 6. Comparison of mean thickness of gold alloy
lost in using green rubber points

Table 7. Comparison of mean thickness of gold alloy
lost in using all points

Tested by Kruskal-Wallis Test, Mann-Whitney 
Test (P<0.05)
Mean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ocant

diffetent

Tested by Kruskal-Wallis Test, Mann-Whitney 
Test (P<0.05)
Mean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ocant

diffetent

Tested by Kruskal-Wallis Test, Mann-Whitney 
Test (P<0.05)
Mean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ocant

diffetent



충분히 긴 해야 하고(15, 18, 23) 치아의 인접면 접촉부의

협설측 폭경은 치간 유두의 협설측 폭경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치간 유두보다 더 넓은 접촉부를 형성하는

경우 치태 축적이 증가하게 된다(18). 그러나 지나치게

긴 한 인접면 접촉시는 환자의 불편감과 인접치아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 과도한 교합 접촉시는 저작 곤

란이나 합치나 수복된 치아의 마모(25, 31, 32), 급속한

치아의 동요(6, 32), 지각 과민(6, 32), 치주 인 강의 폭경

증가(6, 31), 치은 퇴축(32), 치조골의 상실(6, 31), 치수 변화,

치수석회화의 증가, 치수염이나 치수괴사, 치근단염

증, 치근흡수, 유착, 치근파절(31, 32)등과 같은 1차, 2차

적인 외상성교합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저작근의 동통
(33), 측두하악관절장애(33)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조된 수복물의 임상 조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수복물 조정 시에는 사용된

green stone point나 diamond bur로 인해 기공 작

업으로 고도로 활택된 금속 표면이 거칠게 되어, 치태

와 치석, 색소의 침착이 증가되고(7, 8, 21, 44, 48), 주위 연

조직에 기계적 자극을 주어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될

수 있으며(7) 양 인접면과 합되는 교합면의 마모를 증

가시키고(25) 인접면의 치아 우식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부식과 변색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7, 26). 금속 표면의

거칠기와 치태 축적과의 관계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Keenan 등(21)은 표면이 거칠수록 시

간 경과에 따른 치태의 축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

며, Shafagh(44)는 현미경하에서 연마를 시행시 통상적

인 연마시보다 치태의 축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또한 치태의 축척과 치주 질환과의 관계에 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Ash등(1)은 치태 축척 증가와 치

은염의 유발의 상관 관계에 해 보고한 바 있다.

Philips(36)는 잘 연마된 금속의 경우 전체 표면이 균일

한 연마층으로 보호되므로 전기적 작용과 부식 작용이

적게 일어난다고 하 다. 이러한 여러 연구 결과 앞에

서 나열하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는 고도로 활택한 연마 표면을 가진 수복물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고 있으나 필요한 활택의 정도에 해서는

이루어진 연구가 미약하다. 금합금에 비해 마무리와

연마가 난이한 비귀금속합금의 연마 방법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Aydin(2)은 rubber point와

pumice slurry후 aluminium oxide와 polishing

paste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활택한 표면을 나타냈다

고 보고하 다. 금합금의 연마 방법에 있어서는 1959

년 Troxell(53)이 추천한 금합금 주조물의 연마 방법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연마시 사

용되는 handpiece와 연마재의 많은 개발이 있어 왔

다. 오늘날 금합금 수복물의 구강내 시적시 수복물의

조정 후에는 개 brown rubber point나 wheel형태

의 연마재와 green rubber point나 wheel형태의 연

마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 인접면의 접촉 정도는 치실의 사용과 환자의

불편감에 한 문진으로 결정되며 교합지나 그밖의

marking 재료를 사용하여 과도한 접촉 부위를 찾아

조정하게 된다. 교합면의 조정 또한 shim-stock의 사

용과 환자에 한 문진으로 접촉 정도를 결정하여 교

합지나 왝스 들의 marking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이러한 과정으로 적절하게 얻어진 접촉의 정

도는 그 다음 이루어지는 연마 과정에 의해 상실될 수

있다(15, 39). 교합 접촉의 상실은 측두하악관절과 변위된

관절원판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관절의 압력을 증가

시켜 이를 보상하려는 근육의 과활성을 야기하여 근육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9). 느슨한 인접면 접촉시

는 음식물 압입으로 치간 치은 조직에 위해하며 환자

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9).

연마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연마재의 입자 크

기, 연마시 연마재에 가해지는 힘, 연마재의 입자가 표

면을 지나가는 속도 등이 있다(10, 36). 연마재의 입자 크

기가 크고 가해지는 압력이 클수록 표면에 더 깊은 흠

집이 생기고 더 발리 표면이 마모되며, 속도가 빠를수

록 단위시간당 표면을 지나가는 입자의 수가 많아지므

로 마모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큰 압력을 가할 경우

연마재의 파절이나 마모 또한 증가되므로 속도를 빠르

게 하는 것이 연마재의 마모를 줄이면서 표면의 연마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연마재 입자가

표면을 지나가는 속도를 선속도라고 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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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πdn

여기에서 d는 연마재의 직경, n은 분당 회전수

(rpm)를 의미하며 v는 선속도로 일반적으로 feet/min

으로 표현된다. 연마재의 종류에 따라 최 효율을 갖

는 속도가 다르며 최적의 속도는 개 경험으로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마무리시보다 연마시에 더 빠른 속

도를 사용하며 선속도는 평균 7,500feet/min정도이

다.본 연구에서는 point의 첨단 부분만을 사용하여 연

마를 시행하 으므로 연마재의 직경 측정이 곤란하여

선속도를 통한 비교는 시행할 수 없었다.

금속학적으로 본다면 연마란 film의 사용없이 금속

의 표면을 활택하고 거울과 같은 표면으로 만드는 것

이며 궁극적으로는 흠집이 없는 표면을 얻는 것이다.

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를 가진 연마재를 사용하

여 얻어지며, 이 활택하고 윤이 나는 층은 미세결정구

조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표면에서 제거된

금속 분말 입자가 연마재로 인해 생긴 미세한 흠집 내

로 채워져 광택층 혹은 Beilby 층이 형성되며, 연마재

의 종류에 따라 즉 연마재 입자의 크기, 입자의 예리도

와 경도, 강도에 따라서 또한 연마될 재료의 특성에 따

라서 표면에서 제거되는 금속의 양은 다르다. 따라서

서로 잘 맞는 연마재와 연마될 재료가 있을 수 있다.

연마시에는 처음에는 거친 연마재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은 미세도의 차이가 적은 약간 더 미세한 연마재

로 전 단계의 흠집이 남지 않을 때까지 차례로 진행하

고, 연마재를 바꿀 때마다 연마 방향을 바꾸어야 균일

한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금속 표면의 연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연마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소에 한 고려없이 실험이 이루어져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

과정에서 시행시 연마재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여 약

390gm을 사용하 고 이외에 연마 속도, 연마 시간 등

이 동일한 조건에서 연마재의 종류만을 달리하여 연마

시 소실되는 금속의 두께를 측정하고 이것이 수복물의

조정후 교합이나 인접면 접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고자 하 다. 연마 속도는 제조 회사별로 10,000rpm

에서 21,000rpm까지를 추천하고 있으나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위해 20,000rpm으로 동일하게 적용하

고 통상적인 연마 시간보다 다소 긴 180초 동안 연

마를 시행하여 결과의 측정이 용이하도록 하 다. 매

실험마다 새로운 연마재를 사용하여 연마재 자체의 마

모에 의한 오차를 줄이고자 하 다. 일반적으로 green

rubber point의 사용전에 추천되는 brown rubber

point의 경우가 green rubber point에 비해 연마시

더 많은 금속 소실을 나타내었다. 이는 제조 회사별 연

마재의 조합에서 brown rubber point가 green

rubber point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크고 날카로우며

강도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brown rubber

point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Alphaflex제품이 가장 큰

마모를 나타내었고 Eveflex제품이 가장 적었다. 이들

은 모두 통계학적 유의차가 있었으며 이 또한 제조 회

사별로 다른 크기나 예리도, 강도를 갖는 입자를 연마

재에 사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green

rubber point의 비교에서도 brown rubber point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나 Shofu green제

품이 가장 큰 마모도를 나타내었고 Alphaflex green

과 Dedeco제픔은 서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Shofu supergreen제품이 가장 적은 마모도를 나타냈

다. 전체 연마도의 비교시 Eveflex brown과

Alphaflex green, Dedeco제품이 유의차가 없는 마모

도를 나타내었으며 Shofu green제품의 경우 Eveflex

brown제품보다 더 높은 마모도를 나타냈다. 30rpm

으로 180초 동안 시편을 회전시켰으므로 총 90회의 회

전이 되었고 각 군당 평균 연마소실 두께값을 회전수

로 나누어 한 회전시 소실된 두께를 계산하 다. 연마

재의 종류에 따라 0.022㎛에서 0.329㎛까지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마재를 시편에 한 번 적용시켰을

때 일어나는 소실 두께를 의미한다.

위의 실험에서는 연마재 종류에 따른 소실 두께는

알 수 있으나 이를 얼마간 시행하여야 만족할 만한 연

마 정도를 얻을 수 있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연마재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연마 시간과 연마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마 시간을 달리하여 연마를 시

행하고 결과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비교하 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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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 시에는 표면의 결정구조가 파괴되어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고 strain hardening이 발생하

여 표면의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때로는 10㎛의 깊이

까지 발생될 수 있으며 마모가 많이 될수록 입자의 불

규칙한 재배열도 증가하게 된다. 파괴된 결정의 파편

과 미세한 분말과 같은 입자가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

으므로 연마가 시행되기 전에 세척을 하여야 한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도 green stone point를 사용한 금

속 표면의 마모후 15분간의 초음파 세적을 시행하고

brown rubber point로 연마시간을 달리하여 연마를

시행하 다. Alphaflex제품의 경우 20초, Shofu제품

의 경우 30초, Eveflex제품의 경우 40초 연마시

green stone point로 인한 흠집이 완전히 소실되었

다. 이는 각각 3.29㎛, 3.73㎛, 3.24㎛에 해당하는 두

께가 소실되었을 때로 Shofu제품의 경우 다소 큰 수치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연마시간을 더 세분하여 연마시

에는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전의 보고에서 연마시에는 5㎛(0.0002inch) 이하의

표면이 제거된다고 하 으나(10, 36) 본 실험에서는

brown rubber point만을 사용하 고 그 이후의 연마

단계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보다 적은 수치가 나왔

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치는 교합이나 인접면 접촉

에 있어 정확한 접촉의 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값이며

따라서 주의깊고 정확한 임상 및 기공 과정을 통해 임

상에서의 수복물의 재조정이 최소로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하며 만약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마시 소실

될 양을 고려하여 약간 긴 하게 조정한 후 연마 과정

을 통해 정확히 접촉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연마가 완성된 시편의 1000배 배율의 주사전자현미

경적 관찰에서는 Shofu제품이 가장 불규칙하고 거친

표면을 나타내었고 Eveflex제품이 가장 미세한 흠집

을 나타내었다. 이는 Shofu제품이 입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Alphaflex제품의 경우

Shofu제품보다 입자의 크기는 작으나 입자의 에리도,

경도와 강도가 더 커 더 많은 금속이 소실되었다고 여

겨진다. Eveflex제품의 경우 연마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마면은 가장 우수하나 사용에 있어 곤란

한 점이 있고 Alphaflex제품의 경우는 단시간에 연마

가 가능하나 소실되는 양이 상 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다. 모든 시편에서 고도로 활택된 면을 관찰할 수 없

었으므로 그 다음의 연마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시편은 재주조 없이 제조 회

사에서 나온 주괴를 표면연마만을 시행하여 사용하

는데 다수의 기포가 관찰되었다. 금합금 재료의 기포

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재료의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의 오차 요인으로는 매 회 새 연마재를

사용하 으나 연마재 제품별로 첨단의 크기가 다를 수

있었고, 임상에서는 연마시 연마재가 시편 표면을 왕

복 운동하여 연마가 이루어지나 실험 기구의 제약으로

한 방향만으로 연마를 시행하 다는 것이다. 또한 연

마재가 시편 상에 놓이는 위치에 따라 연마된 원형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실제 연마재가 시편 위를 지나간

속도가 다소 다를 수 있었고, 기록된 표면 외형 그림에

서 소실된 두께의 측정에 있어 다소의 측정 오차가 있

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을 보완한 연구가 더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4개 회사 8종의 금합금 연마

재로 제 2형 금합금을 연마한 후 표면조도기를 사용하

여 연마시 소실된 금속의 양을 측정하고, 사용한 금합

금 연마재 중 3종의 brown rubber point로 연마 시간

을 달리하여 연마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연마 정도

를 관찰하 다.

연마재의 종류에 따른 연마 소실양과 연마 정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금합금 연마재 중 3종의 brown rubber point

의 연마시 소실된 두께에 있어서는 Alphaflex,

Shofu, Eveflex제품 순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게학적인 유의차를 보 다.

2. 금합금 연마재 중 5종의 green rubber point의

연마시 소실된 두께에 있어서는 Shofu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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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flex, Dedeco, Eveflex, Shofu

supergreen 제품 순이었으나, Alphaflex와

Dedeco제품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3. 금합금 연마재 전체 8종의 비교시는 Eveflex

brown, Alphaflex green, Dedeco제품 사이에

서 유의차가 없었다.

4. 금합금 연마재에 의한 1회전당 평균 금합금 소실

두께는 Alphaflex brown제품이 0.329㎛으로

가장 크고 Shofu supergreen제품이 0.022㎛

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5.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연마 시간에 따른

연마 정도를 비교시, Edenta brown제품은 20

초, Shofu brown제품은 30초, Eveflex brown

제품은 40초간 연마한 시편에서 green stone

point로 형성된 표면 거칠기가 소실되었으나 연

마재로 인한 미세한 표면 거칠기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금합금을 사용한 치과용 주조

수복물의 임상 조정후 사용되는 연마재는 인접면 접촉

이나 교합 접촉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

공 과정을 통하여 최소한의 임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실리콘 연마재 사용 후에는 tripoli와

rouge를 사용하여 고도로 활택한 표면을 형성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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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금속 시편을 연마하는데 사용된 연마기의 사진는 데 사진

사진 2. 연마기를 사용하여 금속 시편을 연마하는 모습의 사진.

사진 3. Ball on disk 마모시험기에서 연마재를 사용하여 금속시편을 연마하는 모습의 사진

사진 4. 연마재를 사용하여 연마가 시행된 금속 시편의 사진

사진 5. Green stone point를 사용하여 20초간 삭제한 금속 시편위 주사전자 현미경 소견 (×100)

사진 6. Green stone point를 사용하여 20초간 삭제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0) 

사진 7. Alpfa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1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8. Alpfaflex brown 제품을 사용2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9. Alpfa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2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0)

사진 10. Shofu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1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1. Shofu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2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2. Shofu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3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3. Shofu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3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0)

사진 14. Eve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1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5. Eve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2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6. Eve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3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7. Eve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4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

사진 18. Eveflex brown 제품을 사용하여 40초간 연마한 금속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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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OUT OF LOSS AND THE DEGREE OF SURFACE SMOOTHNESS
OF GOLD ALLOY BY GOLD ALLOY POLISHING

RUBBER POINT MATERIALS

Myoung-Hwa Kim, Soon-Ho Yim, Moon-Kyu Chung

Dept. of pros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After clinical adjustment of dental casting restoration, re-polishing procedure is recommanded

because the smooth gold sureface is lost. But there is the possibility to get more loose contact than

that intended by loss of gold alloy according to the kinds of polishing materials and polishing

time. Therefore in this study I polished type Ⅱ gold alloy with 390gm force, 20,000rpm speed,

and 8 kinds of gold alloy polishing materials, fabricated by 4 companies and then measured the

amount of loss of gold alloy with Surfcorder SEF30D and observed alloy surfaces polished by 3

brown rubber points with SEM.

The amount of loss of gold alloys polished with 8 kinds of polishing materials and the degree

of smoothness of gold alloys according to polishing time and polishing materials were compar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When the amount of loss of gold alloys polished with 3 kinds of brown rubber point was

compared, Alphalex brown point had the most amount of alloy loss, followed in decreasing

order by Shofu brown point and Eveflex brown poin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alloy loss according to polishing materials.

2. When the amount of loss of gold alloys polished with 5 kinds of green rubber point was

compared, Shofu green point had the most amount of alloy loss, followed in decreasing order

by Alphaflex green point, Dedeco green clasp polisher, and Eveflex green poin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alloy loss according to polishing materials

except Alphaflex green point and Dedeco green clasp polisher.

3. When the amount of loss of gold alloys polished with all kinds of rubber point was compar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veflex brown point, Alphaflex green point, and Dedeco

green claps po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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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n average amount of alloy loss per 1 revolution by polishing materials was compared,

Alphalex brown point had the greatest value as 0.329㎛ and Shofu supergreen point had the

lowest value as 0.022㎛.

5. When the degree of sureface smoothness of gold alloy polished with 3 kinds of brown rubber

point was compared, in Alphalex brown point surface roughness was completely lost after 20

seconds polishing time, in Shofu brown point 30 seconds, in Eveflex brown point 40 seconds.

But in every gold alloys fine scratch formed by rubber points was obser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rubber polishing materials used in polishing of dental

casting restoration after clinical adjustment influenced on the tightness of occlusal or proximal

contact, we should make dental casting restoration with minimum error through careful laboratory

procedure and form very smooth surface of restoration with tripoli and rouge after use of silicone

polishing materials.

Key words : rubber polishing materials, gold alloy, alloy loss, smoot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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