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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침투용 라스에 첨가한 MgO가 치과용 라스

침투 알루미나의 물성에 주는 향

서울 학교 학원 치의학과 치과생체재료과학 공

(지도교수 임 범 순)

방 희 철

심미성과 생체 합성이 우수한 치과용 세라믹 재료에서 기계 특성

이 획기 으로 향상된 고기능 제품이 소개되면서 임상 용은 크게 증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n-Ceram Alumina와 유사한 시스템에 용

할 La2O3-Al2O3-SiO2계 침투용 라스에 첨가한 MgO가 주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다양한 분율 (0,0.5,1.0,1.5 2.0wt.%)의 MgO

를 La2O3(38-40wt.%)-Al2O3(19wt.%)-SiO2(19wt.%)-B2O3(16wt.%)

-Na2O(4wt.%)-CaO(2wt.%)계 침투용 라스에 첨가하여 실험용 라

스를 제조하 다. 특 시약인 세라믹 분말을 정확하게 계랑하여 균일한

분말이 되도록 충분히 혼합한 다음 1400oC 기로에서 용융시킨 후 물

속에 랭시켜 라스 조각을 제조하 다. 라스 조각은 planetary

mill로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여 용융범 , 라스 이온도 (Tg) 열팽

창계수 (TEC)등의 열 특성을 비교하 고,침투용 라스의 침투정도를

측하기 하여 용융 상태 라스의 고온 도를 ASTM C-965에 따라

측정하 다. 가소결된 알루미나 (AccumtMatCo.,USA)블록에 침투

용 라스 분말을 올려놓고 1150℃에서 20분간 처리하여 알루미나 블록

내부로 라스가 침투되도록 한 다음,알루미나 코어에 침투된 라스

깊이를 실체 미경 (SMZ-U,Nikon,Japan)과 주사 자 미경으로 측정



하 다. 한 라스 침투 알루미나의 굴곡강도를 측정하 으며, 괴된

단면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 다. 각 시험항목에서 실험군당 10

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으며,그 결과는 one-wayANOVA (p=

0.05)로 통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침투용 라스에서 MgO 분율이 증가할수록 용융 온도와 고온 도

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열팽창계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2.알루미나 코어에 침투된 라스 깊이는 MgO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란타늄-알루미노-실리카계 침투용 라스에 MgO를 첨가하

면 알루미나 코어에 침투 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찰되었다.

3.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평균 굴곡강도 값은 MgO를 1.5wt.% 추가

한 실험군에서 가장 높았으나,첨가된 MgO함량에 따른 유의한 차이

는 볼 수 없었다 (p>0.05).

4. 괴된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 시편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소성변형이 찰되지 않는 형 인 취성 괴

양상이 찰되었다.

주요어 : 라스-침투,란타늄-알루미노-실리카 라스,산화마그네슘,

고온 도,침투깊이,굴곡강도

학 번 :2005-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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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치아를 수복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한 재료를 선택

하는 것은 요하다. 재 치과용으로 사용 인 합 ,아말감,콤포짓

트 진 세라믹 재료 등의 물성은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으나,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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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성 생체 합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인 치과 수복용

재료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계 특성이 우수한 치

과용 합 은 심미성이 낮아 치부에 사용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속

이온 용출에 따른 생체 해성 문제가 있으며,치과용 콤포짓트 진의

경우 심미성은 우수하나 기계 강도가 다소 부족하고 미반응 모노머의

유출에 의한 생체 해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심미성과 생체 합성

이 우수한 치과용 세라믹 재료는 최근에 기계 특성이 획기 으로 향상

된 신소재 제품이 소개되면서 그 사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치과용 세라믹은 투명도가 높아 심미성이 우수하지만 본질 인 취성

(brittleness)문제를 개선하고자 라스 기질에 미세결정을 분산시켜 균

열의 진행을 억제하는 분산강화법,표면에 잔류압축응력을 형성하여 균

열의 진행을 억제하는 이온교환처리법 표면 결함을 상쇄시켜 강화효

과를 얻는 이징처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Hondrum,1992;Kelly,1997),구치부에는 아직 합 수복물이나 속-

도재 수복물이 더 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생활수 이 높아

지면서 심미성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정성 국소의치의 제

작에서 한 강도를 갖는 부-세라믹 (all-ceramiccrown)의 용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부-세라믹 개념은 1960년 재래형 포세린을 이용한 제조법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기에 사용된 알루미나 강화형 포세린의 강도는

라스 기질과 결합된 결정상 (알루미나)의 부피 분율 (fraction)에 향을

받는다고 하 으나,소결과정에서 기공 제거 정도에도 크게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McLean,1967). 부-세라믹 시스템의 강도와 괴

인성을 개선하기 하여 내부 결함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요하며,

최상의 기계 강도를 얻기 하여 세라믹의 미세구조,성분 제조공

정도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Della와 Anusavice,2002;Conrad등,

2007;Griggs,2007).

재 사용하고 있는 부-세라믹 용 재료로 Claus(1990)가 소개한

In-Ceram System (Vita,Germany)이 있다.In-Ceram Alumina는 1990

년 치부의 3-unit고정성 보철물 (FPD)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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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라스 복합재료이다.In-Ceram Alumina에서는 알루미나 입

자를 슬립-캐스 (slip-casting)이나 비-소결 (pre-sintering)방법으

로 고강도 코어를 미리 성형한 후 특수 라스를 용융 침투시킨 복합체

로 기계 강도가 우수할 뿐 아니라 수축율이 매우 은 (0.2%)장 이

있다. 그러나 In-Ceram Alumina의 실제 수축은 알루미나 코어의 소결

과정 뿐 아니라 라스 침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도 고려하여야

한다 (Wang등,2007). In-Ceram Alumina의 굴곡강도는 약 400㎫로

기존 치과용 포세린 (Vitadurdentin,Vita)보다 10배, 라스-세라믹

(Dicor,Dentsply)보다는 4배 정도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Pröbster와 Diehl,1992), 치부 단일 치아에 임상 용한 경우 수복물

의 내구성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고 하 다 (Pröbster,

1996;McLaren과 White,2000;Haselton등,2000).

세라믹 복합체 제조법 용융침투 (meltinfiltration)방법은 다공성

성형체 (preform)세라믹 코어에 용융된 액상의 라스를 모세 압

(capillarity)으로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침투처리 후 성형체의 형상 변

화를 최소화하며 치 한 복합체로 제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슬립-

캐스 방법으로 제조된 알루미나 코어는 부분 소결된 다공성 알루미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Pröbster와 Diehl,1992),500㎚ 이하의 작은

알루미나 입자를 함유한 slip재료는 0.21%의 은 수축율로 다공성 알

루미나 망상구조를 형성하고 (Campbell등,1995),용융된 도 라스

는 다공성 알루미나 망상구조로 침투해서 부분의 기공들을 채울 수 있

게 된다 (Pröbster와 Diehl,1992). 이 결과로 고강도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 구조를 얻을 수 있으며 (Clarke,1992),3 굴곡강도 시험법,4

굴곡강도 시험법 2 굴곡강도 시험법으로 측정한 In-Ceram

Alumina의 굴곡강도는 236㎫ (Pröbster,1996)에서 530㎫ (Wagner와

Chu,1996)범 값을 보 다고 하 다.

In-Ceram System 제조사 (VitaZahnfabrik,Germany)도 기본 구조물

형성을 해 결정상인 알루미나 입자를 사용하여 신기술인 slip-casting

법을 용하여 향상된 기계 특성을 얻으려고 시도하 다. 1989년 소

개된 In-Ceram Alumina는 치부의 3-unitFPD에 사용한 최 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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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수복물이다. 이 방법으로 조 하게 응축된 알루미나 (70-80

wt.%)를 1120℃에서 10시간 소결하여 다공성인 내화성 구조를 얻을 수

있으며,1100℃에서 4시간 2차 열처리하여 산화란타늄계 라스를 모세

작용으로 침투시켜 기공을 채워 균열 달의 잠재 인 부 를 제한하

여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알루미나와 라스의 열팽창계수 차

이에 따라 형성되는 잔류 압축응력은 추가로 복합체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Conrad등,2007).구조물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하

여 장석 포세린으로 비니어링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이러한 2-단계 공

정으로 236-600㎫의 굴곡강도 (Raigrodski,2004)와 3.1-4.6㎫‧m0.5의

괴인성 (Wagner와 Chu,1996)등 우수한 기계 특성을 얻을 수 있다

고 하 다.

3-unit에 한 임상연구에서 연결부 디자인이 한 경우 치부의

short-spanFPD에 In-Ceram Alumina를 하게 용할 수 있다는 결

과가 보고되었으며 (Sorensen등,1998;Olsson등,2003),소구치 는

구치의 FPD에 용하여 단기간의 성공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

(Vult등,2001;Bindl과 Mörmann,2002),임상 용 결과 In-Ceram

Alumina의 기계 특성이 다소 부족하여 구치부에 용할 경우 한

내구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 다 (Sorensen등,1998). 그

에 따라 Vita사에서는 구치부의 3-unitFPD에 용할 수 있도록 기계

특성이 향상된 In-Ceram Zirconia를 소개하 으며,In-Ceram Alumina와

물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Chong등,2002;Guazzato

등,2002). 재 Vita의 In-Ceram Zirconia외에도 본격 인 지르코니아

세라믹이 여러 제조사에서 출시되고 있지만 (Raigrodski,2004a;2004b),

지르코니아 세라믹으로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 CAD/CAM 등과 같은

고가의 추가 장비가 필요한 문제가 있다.

특성이 우수한 In-Ceram Alumina의 특허권이 2007년 4월에 소멸되

어 이와 유사한 치과용 세라믹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으나,아

직 치과용 제품으로 소개되어 실제 상용화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Bona

등,2008). In-Ceram Alumina의 경우 실제 보철물 제작과정에서 알루

미나 슬러리의 소결 과정과 유리침투 과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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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되어 침투용 라스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Whang과 Lee,1997;Won등,1998;Lee등,2000;Kim 등,2003). 본

논문에서는 보철물 제작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In-Ceram Alumina

System에 용할 수 있는 침투용 라스를 개발하고자 하 다. MgO

(마그네시아)첨가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인 라스 침투 알루미나의

기계 특성에 향을 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으나,침투용 라스에

MgO를 첨가한 것이 아니라 코어용 알루미나에 MgO를 첨가하여 그

향을 평가한 연구만 보고된 바 있다 (Harmer와 Brook,1980;Xiao-

Ping등,2002).본 논문에서는 MgO를 침투용 라스에 첨가하여 침투

용 라스의 물성에 주는 효과와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합체의 물성에

주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즉,In-Ceram AuminaSystem에서 침

투용 라스의 기본 조성인 La2O3-Al2O3-SiO2계 라스에 MgO 첨가

량을 변화시킨 실험용 라스를 제조하여 첨가된 MgO 분율이 침투용

라스의 물성,다공성 알루미나 코어에 한 침투 특성 라스 침투

알루미나의 강도 등에 주는 향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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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 재료 방법

1.연구재료

1)침투용 라스 (glassforinfiltration)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에 사용될 침투용 라스는 La2O3-Al2O3-

SiO2계 라스에 MgO첨가량을 변화시켜 다양한 실험용 라스를 제조

하 다 (Table1). 고순도 특 시약인 La2O3,SiO2,Al2O3,B2O3,Na2O

(Na2CO3),CaO(CaCO3) MgO 분말을 각 실험군의 무게비로 정확하

게 계량한 후 유 과 유발로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900℃ 기로에서 1

차 가열하여 냉각시킨 후 볼 에서 다시 혼합하 다.

균일하게 혼합한 실험용 라스 분말은 1400℃ 기로에서 2시간 가

열하여 용융시킨 후 냉하여 라스 조각으로 만들어 Planetarymill

(Pulverisette6;Taemyong,Korea)로 미세하게 분쇄한 다음 Sieving

machine(Chunggye,Korea)으로 50㎛ 이하의 분말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Table1.Componentsofexperimentalglassgroupsforinfiltration(wt.%)

Groups La2O3 SiO2 Al2O3 B2O3 Na2O CaO MgO

CTL 40.0 19.0 19.0 16.0 4.0 2.0 0.0

EXP-1 39.5 19.0 19.0 16.0 4.0 2.0 0.5

EXP-2 39.0 19.0 19.0 16.0 4.0 2.0 1.0

EXP-3 38.5 19.0 19.0 16.0 4.0 2.0 1.5

EXP-4 38.0 19.0 19.0 16.0 4.0 2.0 2.0

2)알루미나 코어 (aluminacore)

알루미나 코어 제작에는 평균 입자 크기가 1-3㎛이고 순도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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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알루미나 분말 A (AccumetCo.,USA)와 평균 입자 크기가 4-5㎛

인 알루미나 분말 B(AM-21,SumitomoCo.,Japan)를 혼합하여 사용하

다. 알루미나 분말 A와 B를 입도 분석기 (1064D,Cilas,France)로

실제 알루미나 입자 크기 분포를 분석하여 혼합 비율 결정에 사용하

다.알루미나 분말 A와 알루미나 분말 B를 무게비 3:7로 혼합한 후 고

순도 알루미나 용기에 넣고 볼 에서 2시간 이상 건식 교반을 실시하여

코어용 알루미나 분말을 제조하 다.

3)알루미나- 라스 (glassinfiltratedalumina)복합체

유리침투 깊이 측정용 시편과 굴곡강도 시험용 시편을 제작하기 하

여 지름 10㎜인 원통형 속몰드와 10㎜×25㎜ 크기의 직육면체형

속몰드에 알루미나 분말을 당량 넣고 2000kgf하 을 가하여 성형한

알루미나 코어용 시편을 500℃의 도재 소성로에서 약 3분간 건조시켰

다.건조된 시편을 10℃/min의 속도로 1150℃까지 가열시킨 후 1150℃

에서 15분간 유지한 다음 500℃까지 냉각시켜 1차 소결된 알루미나 코

어 시편를 제조하 다.

1차 소결한 알루미나 코어 상부에 침투용 란타늄계 라스 분말을

증류수와 혼합하여 약 2㎜ 두께로 축성한 다음 도재 소성로에 넣고 500

℃에서 약 5분간 건조시킨 후 10℃/min의 가열속도로 1150℃까지 가열

시킨 후 1150℃에서 25분간 유지한 다음 500℃까지 냉각시켜 란타늄계

라스를 알루미나 코어 내부로 침투시켰다.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

합체 표면을 SiC연마지로 연마하여 과량의 잔류 라스 상을 제거하여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합체 시편을 제조하 다.

2.연구방법

1)열 분석 (thermalanalysis)

합성한 실험용 라스 분말은 주사열량분석기 (DSC-404,Netzsch,

Germany)로 200-1300℃ 구간에서 열-분석하여 침투용 라스 분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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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이온도 (Tg)와 용융온도 범 를 비교하 다.

한 실험용 라스 분말의 열팽창계수 (TEC,thermalexpansion

coefficient)를 평가하기 하여 라스 분말로 원통형 시편 (지름 6㎜×

길이 5㎜)을 제조하여 열팽창측정기 (DIL-402C,Netzsch,Germany)로

25-550℃ 구간에서 열팽창계수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침투용 라스 분말의 침투 효과를 측하기 하여 용융 상태의

라스 고온 도를 비교 측정하 다. 고온 도측정기 (BrookfieldDVII

Pro Viscometerwith SuperKanthalElectric Furnace;HKL-HTV,

HKLabCo.,Korea)로 ASTM C-965(Standardpracticeformeasuring

viscosityofglassabovethesofteningpoint)에 따라 도를 측정하여

MgO 첨가가 용융된 라스의 고온 도에 주는 향을 비교하 다.

분말 시편 68g을 시편 챔버에 넣고 온도를 상승시켜 라스의 용융범

인 1000-1200℃ 온도구간에서 측정하 다.

2)입도 분석 (particlesizeanalysis)

알루미나 코어 제조에 사용한 알루미나 분말 A와 B의 평균입자 크기

와 크기 분포를 이 입도 분석기 (1064D,Cilas,France)로 분석하

다. 사용한 이 입도 분석기는 0.04-500㎛ 범 의 분말을 분석할

수 있으며 재 성은 0.5%이다. 분말 시료 1g을 에탄올 100㎖에 부유

시켜 이 입도 분석기로 10% 이하의 분말 지름,50% 이하의 분말

지름 90% 이하의 분말 지름과 평균 분말 지름을 측정하 다.

3)알루미나 코어에 침투된 라스 깊이 (infiltrationdepth)분석

라스를 침투시킨 라스 침투 알루미나 시편은 속 다이아몬드 톱

으로 2등분하여 아크릴 진으로 포매한 후 #300-4000SiC연마지로

연마한 다음 다이아몬드 연마제 (6㎛,3㎛ 1㎛)와 알루미나 연마제

(0.03㎛)순서로 표면을 연마한 후 실체 미경 (SMZ-U,Nikon,Japan)

과 Imageanalyzerprogram을 사용하여 표면에서 알루미나 코어 내부로

침투한 용융 라스의 침투 두께를 측정하 다.시편의 5부분에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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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를 측정하 으며,각 실험군당 5개의 시편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

하 다.

4)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합체의 굴곡강도 (flexuralstrength)측정

상으로 제조한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합체를 속 다이아몬드 톱

으로 단하여 2.5㎜×2.5㎜×25㎜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 으며, 조군

으로 In-Ceram Alumina(Vita,Germany)를 제조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비하 다.스팬 거리가 20㎜인 지그를 이용한 3 굴곡시험법으로 만

능시험기 (Instron4465,USA)에서 1㎜/min의 하 속도로 하 을 가하

며 측정한 괴하 값으로 굴곡강도 (flexuralstrength)를 계산하 다.

각 실험군당 18개 시편을 측정하 으며,측정 결과는 two-parameter

Weibulldistributionfunction으로 분석하 다.

5) 괴 단면 (fracturesurface) 찰

침투 라스 상이 라스 침투 알루미나 복합체의 괴양상에

향을 평가하기 하여 굴곡강도 시험에서 괴된 시편의 단면을 주사

자 미경 (SEM,HitachiS-4700,Japan)으로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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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결과

합성한 침투용 라스 분말을 열-분석한 결과는 Table2와 같다.

라스 이 온도 (Tg)는 약 825℃ 부근으로 실험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p>0.05), 라스의 용융온도는 MgO가 첨가됨에 따라

1150℃에서 1120℃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침투용 라스의

열팽창계수 (TEC)는 첨가된 MgO 분율이 증가할수록 7.46ppm/℃에서

7.91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0.05).

Table 2.Melting ranges(℃),linearthermalexpansion coefficient

(TEC),andinfiltrateddepthofexperimentalglassgroups

Groups CTL EXP-1 EXP-2 EXP-3 EXP-4

Melting
range(℃)

826-1150 822-1143 824-1133 823-1127 825-1120

TEC
(ppm/℃)

7.46±0.27a 7.46±0.35a 7.64±0.26a 7.83±0.11a 7.91±0.28a

Infiltrated
depth(㎛)

1,084±57b 1,101±24b 1,128±21b,c 1,168±18c 1,214±22bd

Note:Thesame superscriptletters within the same rows are not

significantlydifferent(p>0.05).

주사열량 분석한 결과 합성한 침투용 라스 분말이 825℃ 부근에서

유동성을 갖기 시작하고,1150℃ 부근에서 용융되는 것으로 찰되어 유

동체 상태에서의 도를 비교하기 하여 1000-1200℃ 구간에서 라

스의 고온 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1과 같다.1120℃에서 MgO분율

이 각각 1.5wt.%와 2.0wt.%인 EXP-3와 EXP-4의 고온 도는 약 2.0

poise를 보 고,MgO 분율이 감소하여 1.0wt.%인 EXP-2와 0.5wt.%인

EXP-1의 고온 도는 각각 약 2.3poise와 2.5poise를 보 으며,MgO가

첨가되지 않은 조군의 경우 1120℃에서의 고온 도는 약 2.6poise를

보 다. 즉, 라스에 첨가된 MgO 분율이 증가할수록 고온 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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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양상을 보 다 (Table3과 Fig.2).

Table3.High temperatureviscosity (log[Visco],poise)ofexperi-

mentalglassgroupsforinfiltration

T(℃) CTL EXP-1 EXP-2 EXP-3 EXP-4

1200 1.20 1.09 0.31 0.54 0.24

1150 2.03 1.92 1.48 1.47 1.34

1050 3.94 3.84 4.18 3.60 3.89

950 6.27 6.18 7.44 6.20 7.00

850 9.18 9.10 11.47 9.44 10.88

750 12.90 12.84 16.57 13.61 15.88

650 17.84 17.81 23.25 19.14 22.56

550 24.73 24.72 32.35 26.87 31.91

450 34.97 35.01 45.50 38.41 45.96

350 51.83 51.96 66.15 57.49 6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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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X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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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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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Hightemperatureviscosityofexperimentalglassgroups:a)

CTL,b)EXP-1,c)EXP-2,d)EXP-3,e)EXP-4.

Fig.2.Hightemperatureviscosityofexperimentalglassgroups.

알루미나 제조사에서 분말 입자의 지름이 1-3㎛라고 제시한 분말 A

의 경우 분말의 10%가 지름 0.70㎛ 이하이고,50%가 지름 3.10㎛ 이하



- 14 -

(a)

(b)

Fig.3.Particlesizedistributionofaluminapowderforcorematerials

usedinthisstudy:(a)powderA,(b)powd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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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90%가 지름 10.0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입자의 평균 지

름 측정값은 4.35㎛로 나타났다. 분석한 알루미나 분말 A의 입도 분포

는 Fig.3a와 같다. 알루미나 제조사에서 분말 입자의 지름이 2-4㎛라

고 제시한 B의 경우 분말의 10%가 지름 0.22㎛ 이하이고,50%가 지름

4.38㎛ 이하이며,90%가 지름 17.58㎛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입

자의 평균지름은 6.96㎛인 결과를 얻었다. 분석한 알루미나 분말 B의

입도 분포는 Fig.3b와 같다.

알루미나 코어에 합성한 라스를 용융 침투시킨 후 측정한 침투 깊

이는 Table2와 같다 (Fig.4). MgO를 함유하지 않은 CTL 라스의

경우 침투 깊이는 약 1084㎛ 으며,MgO분율이 증가할수록 라스 침

투 깊이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MgO를 2.0wt.% 함유한

EXP-4의 경우 침투 깊이는 약 1214㎛ 다 (Fig.5).

a) b) c)

d) e) f)

Fig.4.Glassinfiltrateddepthtoaluminacore:a)CTL,b)In-Ceram

Alumina,c)EXP-1,d)EXP-2,e)EXP-3,andf)EX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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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Parameter
CTL EXP-1 EXP-2 EXP-3 EXP-4

In-Cceram

Alumina

σf(0.5) 557.1 558.1 554.2 597.0 553.1 366.2

m 6.079 5.258 7.698 8.766 6.447 8.087

σ0 591.8 598.5 581.2 622.5 585.5 383.2

r2 0.895 0.930 0.937 0.888 0.896 0.965

σf(avr) 561.7a* 559.0a 547.0a 593.5a 556.7a 364.2b

SD 83.6 103.5 79.0 70.4 79.6 47.6

N 18 18 18 18 18 10

Fig.5.Infiltrationdepthofexperimentalglasstoalumina

coreasafunctionofMgOfraction.

Table4.Weibullanalysisresultsforflexuralstrengthofexperimental

groups

note:σf(0.5)=medianfracturestrength(Pf=50.0%)in㎫

m =Weibullmodulus

σ0=characteristicstrength(Pf=63.2%)in㎫

r2=Weibulldistributionregressioncoefficientsquared

σf(avr)=meanfracturestreng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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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tandarddeviation

N=numberofsamples

*=thesamesuperscriptletterswithintheσf(avr)row arenot

significantlydifferent(p>0.05)

3 굴곡시험으로 측정한 라스 침투 알루미나 실험군의 굴곡강도

를 Weibull분석한 결과는 Table4와 같다. 2가지 요 계수로 특성강

도 (σ0)와 와이블 상수 (m)값이 있다. 특성강도 값의 경우 In-Ceram

Alumina인 조군이 383.2㎫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 고,실험군의 경

우는 첨가된 MgO함량에 따라 581-622㎫ 범 의 굴곡강도를 보 으나

실험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MgO를 1.5wt.% 함유한 EXP-3실험군이 622.5㎫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1.0wt.% 함유한 EXP-2실험군이 581.2㎫로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첨가된 MgO 함량과 굴곡강도의 일 성 있는 상 계는 보이

지 않았다.

특성강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와이블 상수값 m은 EXP-3실험군이

8.76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EXP-1실험군이 5.258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한 In-Ceram Alumina의 경우 와이블 상수값이 8.087로

상 으로 높은 값을 보 다.

알루미나 코어로 침투된 라스 상이 라스 침투 알루미나의 괴양

상에 향을 찰하기 하여 굴곡강도 시험으로 괴된 시편의 단

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는 Fig.6과 같다.

(a)CTL(0%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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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XP-1(0.5% MgO)

(c)EXP-2(1.0% MgO)

(d)EXP-3(1.5%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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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P-4(2.0% MgO)

Fig.6.SEM fractorgraphyoffracturesurfaceofexperimentalglass

infiltratedaluminagroupswhichwerefracturedby3point

flexuralstrengthtest.

괴된 면은 소성변형이 찰되지 않는 형 인 취성 괴 양상으로

보 으며,모든 실험군에서 유사하 다. 실험군 가장 낮은 굴곡강도

를 보인 EXP-2군의 경우 단면에서 2차 균열이 잔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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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총 고안

세라믹- 라스 복합체는 세라믹과 라스가 갖고 있는 각각의 기계

특성 보다 우수할 뿐 아니라 심미성도 세라믹 보다 우수하여 세라믹

- 라스 복합체의 임상 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결한 알루미나

세라믹의 괴인성은 미세구조 특히 결정입자 크기에 주로 향을 받으

며 일반 으로 3.5-5.5㎫‧m0.5범 라고 하 고, 라스 침투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괴인성은 약 3.8㎫‧m0.5라고 하 다. Levy(1990),

Pröbster와 Diniel(1992),Wolf등 (1996),McLaren과 White(2000)

Haselton등 (2000)은 알루미나에 라스를 용융 침투시켜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를 형성할 경우 소성과정에서 수축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

서 굴곡강도는 400-600㎫을 보여 기존 재래형 치과용 알루미나 포세린

의 굴곡강도 보다 2-3배 정도 높다고 하 다.

Lee등 (2003)은 코어용 알루미나 입자 크기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

체의 충진율 (packingfactor),미세구조,젖음성,침투정도,기공 크기

괴인성 등에 주는 향을 평가하 는데,기계 특성은 알루미나 평균

입자크기가 2.85㎛ (입자 분포;0.11-48.27㎛)인 경우 가장 우수하 다

고 하 으며,알루미나 입자가 커질수록 강도는 감소하 다고 하 다.

Wang등 (2007)은 알루미나 코어의 비소결 시간과 온도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수축과 강도에 주는 향을 평가한 결과 복합체의 체

수축정도는 비 소결시 뿐 아니라 라스 침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강도는 도의 변화 는 기 소결과정에서 형

성된 미세구조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 다 (Wolf등,1993). 한

요한 것은 용융된 라스 침투시 모세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다공성

으로 연결된 구조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Campbell등 (1995)에 의하면 In-Ceram System에서 코어용 알루미나

분말 입자는 4㎛,0.3-0.4㎛ 0.1-0.3㎛ 등 3가지 크기로 구성되었다

고 한다.

코어용 알루미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분말 응축체의 소결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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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며, 기 분말 입자 크기 분포는 비 소결체의 미세구조와 도

에 향을 주며,입자가 클수록 제시된 도를 얻기 하여 높은 소결온

도가 필요하다. 입자 크기를 작게 하거나 균일하게 높은 비 소결체

도를 유지하면 한 최종 도를 얻기 한 소결온도를 낮출 수 있

다. 입자 크기 분포는 기공 크기와 응축 도에 향을 수 있으며,

비 소결체 도가 높을수록 최종 소결체의 도가 높고 수축은 게

된다고 한다 (Zheng과 Reed,1989). 평균 분말 입자 크기가 유사한 경

우에는 입자 분포가 넓은 분말에서 더 은 기공 분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Das와 Maiti,1999).본 논문에서도 알루미나 입자 크기를

하게 선택하여 세라믹- 라스 복합체의 물성이 최 화 될 수 있도록 하

는데,실제 평균 입자 크기는 6.17㎛으로 Lee등 (2003)이 제시한 입

자 크기 2.85㎛ 보다 컸지만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우수한

강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 다.

침투 (infiltration)법은 다공성 알루미나 기질에 액상 라스를 침투시

켜 복합체를 얻는 방법이다. 라스를 침투시키기 에 알루미나 입자

는 소결되므로 알루미나 기질은 자유롭게 이동하기 힘들고 수축도 게

된다.이 방법은 알루미나 입자가 라스 기질에 분산되어 모세 압력

으로 조 하게 되어 수축이 진행되는 고온 가압법 는 반응법 등과

비교된다. 부분 으로 소결된 세라믹 기질은 다양한 범 의 기공 크기,

기공 형태,2차상 침투의 연속성 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최종 복합체

의 기계 특성에 향을 다.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에 큰

향을 수 있는 다공성 세라믹 시스템에 한 침투 정도는 정수압과

력 힘뿐 아니라 표면장력 등에 향을 받는다. Carrier와 Kelly(1995)

는 In-Ceram System에서 침투용 라스가 과도하게 침투되더라도 알루

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은 약화되지 않았다고 하 다. 다공성 알루

미나 코어에 라스의 침투 정도가 증가할수록 기계 으로 취약할 수 있

는 기공을 모두 채울 수 있어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기계 특성은

향상될 수 있다. 침투용 라스의 경우 용융온도가 낮고 용융상태에서

의 도가 낮을수록 다공성 알루미나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Ceram System의 기본 조성인 La2O3-Al2O3-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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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침투용 라스에 MgO를 0.5,1.0,1.5 2.0wt.% 첨가하여 그에 따

른 라스의 침투효과를 찰하 다. In-Ceram System 제조사에서는

알루미나 코어에 1㎜ 깊이로 라스를 침투시키는데 약 90분이 소요된

다고 하 는데,본 연구에서 합성한 라스는 1150℃에서 20분간 침투

시킨 경우도 1㎜ 이상 침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알루미나 코어 내부

로 라스가 침투하는 정도는 라스의 젖음성 (wettability)과 도에

크게 향을 받는데 도가 낮을수록,젖음성이 좋을수록 침투깊이가 증

가하 다고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라스의 용융온도와 고온

도를 낮추기 하여 MgO 분말을 소량 첨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

다.

Harmer와 Brook(1980)은 알루미나를 고온 (1475-1630℃)과 고압

(5-20㎫)에서 hotpressing하는 경우 알루미나 분말에 MgO 분말을 첨

가하면 조 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기공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Xiao-Ping등 (2002)은 코어용 알루미나

에 MgO를 첨가하면 알루미나의 결정 크기를 균일하게 하고,결정입자

성장을 조 하며,계면에 지 변화로 액상에 의한 알루미나 입자의 균일

한 심성을 향상시켜 고 도 세라믹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MgO를 알루미나 코어가 아닌 침투용 라스에 첨가하여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을 개선하고자 하 다. 알루미나 입자

크기가 작아 작게 형성된 기공에 라스가 침투하려면 라스의 도가

낮고 심성이 우수하며 반응도가 낮아야 알루미나 다공성 기질에 완

히 침투할 수 있게 된다. MgO첨가에 따른 라스의 열팽창계수의 유

의한 변화는 없었으며,따라서 라스의 내부 응력은 균열과 입자의 상

호작용 는 괴인성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알

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강도에 부가 인 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

다.

Lee등 (2002)은 다공성 알루미나 코어에 La2O3-Al2O3-SiO2계 라

스를 1100℃에서 침투시간을 12분 간격으로 2시간까지 증가시키며 침

투깊이를 측정한 결과 라스 침투시간이 증가될수록 침투깊이는 포물선

계로 증가한다고 하 다. 그들은 침투시간이 일정할 경우 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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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능력은 라스의 젖음성 보다는 알루미나의 기공 크기에 더 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다 (Hillig,1988). 라스의 침투 능력은 알루미나

코어 기공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라스의 도와 각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Lee등,1999). 그러나 알루미나의 기공

이 증가되면 복합체의 기계 특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알루미나

기공을 증가시켜 라스 침투를 증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공이 일정한 알루미나 코어에 라스를 침투시킬 때 가장

요한 성질은 각각의 표면장력 특성에 의한 라스의 알루미나에 한

젖음성과 침투용 라스의 도이다 (Wolf등,1996). Einset(1996)은

라스의 침투깊이는 침투시간의 1/2승에 비례하고,침투시간은 성에

는 반비례하지만,표면장력과 기공 크기에 비례한다고 하 다. 그러나

알루미나 코어에서 크기가 큰 기공은 라스가 침투될 때 라스로 채워

지지 못하고 오히려 라스의 침식작용으로 기공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 다.Lee와 Kim (2003)은 Al2O3함량을 변화한 SiO2-B2O3-

Al2O3-CaO-La2O3계 라스를 다공성 알루미나에 침투시켜 Al2O3함량

변화가 라스의 침투 특성과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에 주는

향을 찰하 다. 침투용 라스의 조성에서 Al2O3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루미나 코어의 침식이 감소되는데,이는 라스 성분 Al2O3

함량이 증가하면서 침투용 라스와 알루미나 코어 사이의 Al2O3 농도

구배 감소에 따른 반응성 감소 때문이라고 하 다. 한 실리 이트

라스에 알루미나가 첨가되면 라스내 비가교 (non-bridging)산소가 감

소하여 유리의 활성도 한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 다 (Volf,

1984). 이와 같이 알루미나 코어의 침식이 감소함에 따라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강도도 증가한다고 하 다.

Zhu등 (2005)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에 용할 침투용 라스로

900-1000℃에서 고온 도가 낮고 침투 정도가 우수한 SiO2(21wt%)-

B2O3(24wt%)-Al2O3(35wt%)-Li2O(15wt%)-CaO(5wt%)계 라스

를 소개하 다. 일반 으로 도가 낮고 젖음성이 우수한 침투용 라

스를 알루미나 코어에 침투시킨 경우 900℃에서 장시간 침투시켰을 때

침투깊이가 1㎜ 이내로 제한된 침투정도를 보 지만,온도를 올려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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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시간 침투시켰을 때는 4㎜ 정도의 침투정도를 보 는데,900℃

에서 침투시킨 경우 알루미나가 용융된 라스로 용해되어 라스의

도가 증가하여 제한된 침투를 보 다고 하 다. 따라서 침투가 진행되

는 첨단부분에서 알루미나 코어가 용융된 라스에 용해되는 것을 최소

화하기 하여 침투 처리하는 온도에서 침투용 라스의 알루미나 함량

이 포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알루미나를 함유하여야 한다고 하

다.본 연구에서는 침투용 라스 성분 알루미나의 함량은 감소시키

지 않고 한 함량이 유지되도록 하 다.따라서 이러한 조성의 침투

용 라스는 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침투 처리에 어려

움이 있다고 한다. 라스 침투 처리 온도가 낮을수록 완성된 알루미나

- 라스 복합체의 체 안정성이 우수하여 상 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용융되고 도가 낮은 침투용 라스를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

Lee와 Kim (2004)은 침투용 라스내 La2O3함량을 0,5,10,15,17

20mol%로 조 한 SiO2-B2O3-Al2O3-CaO-La2O3계 라스를 다공

성 알루미나에 침투시켜 La2O3함량 변화가 라스의 침투 특성과 알루

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에 주는 향을 찰하 다. 침투용 라스

에서 La2O3함량이 증가할수록 라스의 고온 도를 감소시켜 라스

의 젖음성과 유동성이 향상되어 라스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고 하 다.

침투용 라스에 La2O3를 소량만 첨가하여도 완 한 젖음성을 보이는

온도가 크게 감소한다고 하 다. 한 La2O3가 첨가됨에 따라 라스의

고온 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나,15mol.% 이상 첨가할 경우 고

온 도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는데,이는 Ca3La6(SiO3)12결정상

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투용 라스

성분 La2O3함량은 변화시키지 않았다.

침투용 라스의 열팽창계수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성분은 알칼리

산화물과 알칼리 토류 산화물로 이들은 라스의 SiO2사면체에서 산소

가교를 끊고 이온 반경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라스 구조를 느슨하

게 하여 라스의 열팽창이 증가하고 융 이 낮아지며 화학 내구성이

감소하게 된다. Whang과 Lee(1997)는 La2O3를 Y2O3로 체한 SiO2-

B2O3-Al2O3계 침투용 라스를 무가압 분말 충 알루미나 코어에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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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제작한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물성과 기계 특성을 평가하여

이트리아 (Y2O3)의 향을 분석하 다. 침투용 라스 구성성분

La2O3 신 첨가한 이트리아의 낮은 열팽창 계수가 라스와 알루미나

코어와의 열팽창 계수 차이를 증가시켜 알루미나 입자와 라스의 결합

력을 향상시켰고, 라스에 압축응력을 부여하여 균열이 내부로 달되

는 것을 방해시켜 우수한 강도를 찰할 수 있었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로 알루미나 코어와 라스의 열팽창 계수 차이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기계 특성에 요한 것으로 보 으며,알루미나 코어의 성형

법과 기공율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강도에 큰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 다고 하 다. Won등 (1998)도 침투용 라스에 첨가한 이

트리아 (Y2O3)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강도에 주는 향을 평가하

는데,이트리아 함량이 6mol.%인 경우에 2축 굴곡강도 값은 385.7±

34.4㎫로 최 값을 보 다고 하 다.

Lee등 (2000)은 침투용 라스에 첨가한 세리아 (CeO2)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강도에 주는 향을 평가하 는데,세리아 함량이 3

mol.%인 경우에 2축 굴곡강도 값은 423.5㎫로 최 값을 보 으며,세리

아 함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 굴곡강도는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고

하 다.Kim 등 (2003)은 In-Ceram System에서 침투용 라스로 사용

하는 La2O3-Al2O3-SiO2계 라스 특정 성분이 열팽창계수에 주는

향을 비교 평가하 다. 라스의 열팽창에 주는 향력은 Na2O≫

K2O≫MgO≒CaO의 순서로 Na2O의 향력은 MgO와 CaO의 약 8배,

K2O의 향력은 MgO와 CaO의 약 4배 정도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열팽창계수에 가장 게 향을 주는 MgO 함량 변화에 따른 도

변화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에 주는 향을 찰하 다.

라스 침투에 따른 강화효과는 완 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라

스의 알루미나 코어에 한 우수한 젖음성,균일한 알루미나 분포에 따

른 분산강화,알루미나와 라스간의 화학 결합 알루미나 코어와

라스간의 열팽창계수 차이 등에 의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루미나 코

어에 라스를 침투시켜 형성한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의 기계 특성

이 향상되는 요인은 알루미나와 침투용 라스의 열팽창 계수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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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루미나 코어 계면에 형성된 압축응력뿐 아니라 알루미나 표면에 있

는 미세한 결함을 침투된 라스가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하 다 (Tandon

과 Green,1991;Guazzato등,2002;Sarkar등,2007;Balakrishnan등,

2009). Wolf등 (1993)은 알루미나- 라스 복합체에서 라스와 알루미

나의 열팽창계수 차이가 1.9×10-6/℃ 이내까지는 기계 특성에는 크게

향을 주지 못하며, 라스의 젖음성이 우수하여야 하고 라스의 열팽

창계수가 알루미나 보다 어야 한다고 하 다.

Wassermann등 (2006)은 In-Ceram Aluminacrownframework을

slip-cast,copymilling CAM 등 상이한 공정으로 제작하여도 임상

용결과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다.반면 균열의 개시 이 될 수

있는 내부 기공이나,알루미나 코어의 두께가 In-Ceram AluminaSystem

의 강도에 큰 향을 수 있다 (Tinchert등,2000). Lee등 (1999)은

수계 공정에 의한 알루미나 테이 로 제조한 세라믹 인공치 용 알루미

나- 라스 복합체 실험군의 굴곡강도와 괴인성을 측정한 결과 가장

우수한 실험군의 경우 각각 523㎫과 3.3㎫‧m0.5 다고 하 다. 이 경우

알루미나 코어 제작시 결합제와 가소제 함량비가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

Bona등 (2008)은 In-Ceram Alumina와 이와 유사한 알루미나- 라

스 복합체인 기 동법 (electrophoretic)으로 제조한 In-Ceram Alumina

(IAE),진공법으로 제조한 In-Ceram Alumina (AEM),Vitro-Ceram

Alumina(VC,Brazil),Turkom-Cera(TC,Malaysia),Ceramcap(CC,

Brazil) Alglass(AG,Brazil)등 6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각 복합

체들은 미세구조와 성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4종은 (IA,IAE,

AEM VC)유사한 특성을 보 으며,2종 (TC와 AG)은 In-Ceram

Alumina보다 낮은 특성을 보 고,CC는 물성이 부족하고 부 한 성

분을 함유하여 시장에서 퇴출 다고 하 다.따라서 In-Ceram Alumina

와 유사한 세라믹이더라도 새로 출시되는 유사품의 경우 그 특성을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In-Ceram Alumina와 유사

한 조성을 갖는 세라믹을 상으로 시험하 지만 그 특성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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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연구에서는 MgO를 알루미나 코어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La2O3

-Al2O3-SiO2계 침투용 라스에 첨가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 다.합성

한 침투용 라스의 용융온도, 라스 이온도 고온 도를 측정하

고, 라스-알루미나 복합체에 침투된 라스 깊이를 비교하 다. 한

라스-알루미나 복합체의 굴곡강도를 측정하 고, 괴된 단면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MgO첨가 효과를 분석하 다.

침투용 라스의 용융온도와 고온 도는 MgO 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양상을 보 고,열팽창계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라스

-알루미나 복합체에 침투되는 라스 깊이는 MgO 분율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여 란타늄-알루미노-실리카계 라스에 MgO를 첨가하면 알루

미나 코어에 침투 작용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찰되었다. 굴곡강도 평

균값은 MgO를 1.5wt.% 추가한 실험군이 가장 높았으나,추가된 MgO

함량과 굴곡강도의 일 성 있는 상 계는 보이지 않았다. 괴된 시

편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소성변형이 찰

되지 않는 형 인 취성 괴 양상이 찰되었다.

따라서 침투용 라스에 MgO를 첨가한 경우 용융 온도 뿐 아니라

고온 도가 감소하여 다공성 알루미나에 침투되는 정도가 증가하여

라스-알루미나 복합체의 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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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MgOadditiontoglassonthe

propertiesofglassinfiltratedalumina

Hee-ChulBang,D.D.S.,M.S.D

DepartmentofDentalBiomaterialsScience,

GraduateSchool,SeoulNationalUniversity.

(DirectedbyProf.Bum-SoonLim,B.S.,M.S.,Ph.D.)

The interest of dentists as wellas patients in all-ceramic

materialsisrapidlyincreasingasstrongerandtoughermaterialsare

developedandcommercialized. Thisstudy wastoinvestigatethe

effectofMgO additiontoLa2O3-Al2O3-SiO2 basedglassonthe

properties ofthe infiltrated glass in the glass infiltrated alumina

system. SeveralfractionsofMgO (0,0.5,1.0,1.5,and2.0wt.%)

wereaddedtotheLa2O3(38-40wt.%)-Al2O3(19wt.%)-SiO2(19wt.%)

-B2O3(16wt.%)-Na2O(4wt.%)-CaO(2wt.%)glass. Glasseswere

preparedbymeltingtheappropriatemixturesofthereagentgrade

oxidepowdersfollowedbyquenchinginawaterbathaftermelting

at1400oC,andthengrindingintoapowderusingaplanetarymill.

Melting range,glasstransition temperatureand thermalexpansion

coefficientofexperimentalglasseswereanalyzedusingDSCandDIL.

Thehightemperatureviscosityofthemoltenglasseswasmeasured

using high temperatureviscometeraccording to theASTM C-965.

Theglasspowder-waterslurrywasplacedonthepartiallysintered

alumina(AccumtMatCo.,USA)preformsandinfiltrationwasdone

at1150℃ for20min and then aircooled. Thedepth ofglass

infiltrationinglass-aluminacompositeswasmeasuredusingastereo-

microscopeandSEM. Flexuralstrengthwith3-pointbendtest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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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usinguniversaltestingmachine(Instron,4455,USA)and

thefracturesurfacewasanalyzedusingSEM. Measurementswere

performed10timesperexperimentalgroupsandaveraged. Thedata

wereanalyzedwithone-wayANOVA(p=0.05).

1.Themeltingrangeandhightemperatureviscosityoftheexperi-

mentalglasswasdecreasedwithincreasingofMgO fractionand

thethermalexpansioncoefficientwasincreasedwithincreasingof

MgOfraction.

2.Theinfiltrationdepthinglass-aluminacompositewasincreased

withincreasingoftheMgOfraction,then,theadditionofMgOto

lantanium alumino-silicateglassmayimprovetheinfiltrationbeha-

viorinthepreformedalumina.

3.Theexperimentalgroupwith1.5wt.% MgO showedthehighest

flexuralstrength,however,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experimentalgroups(p>0.05).

4.Fracturesurfaceshowedthetypicalbrittlefractureregardlessof

MgOfractions.

Keywords:infiltration,lantanium aluminosilicateglass,MgO,high

temperatureviscosity,infiltratio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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