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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카바이드 버를 이용한 IPS e.max Press®의 표면연삭이
제조결함의

제거와

그에

따른

인장강도의

증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두께 3mm, 지름 10mm 크기의 IPS e.max Press® 디스크
형태 시편을 제작 후 2.85-2.90mm 의 두께 범위를 갖도록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하고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연삭 전후 시편
표면의 표면조도를 측정하였다. 그 후 압열인장시험을 통해 버로 연삭을
하지 않은 시편과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의 인장강도를 각각
측정했고,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 전후 시편의 미세구조를 비교
관찰하여 시편 표면에 내재하던 제조결함의 제거가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각 집단 간의 표면조도 및 인장강도 측정 결과의
유의차

검증을

위해

t-검정을 시행하였다.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표면연삭 후 표면조도를 측정한 결과, 연삭을 하지 않았던 시편의 평균
i

표면조도 값은 0.919±0.028 ㎛,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은
1.198±0.014 ㎛로서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의 표면조도
값이 더 높지만 인장강도 값은 각각 59.5 ±8.0 MPa, 129.9±27.2
MPa

로서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경우가

더

높았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했을 때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하지 않아 평균 표면조도가 낮게 나왔던 시편은 제조과정 중에
형성된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큰 크기의 제조결함이 발견됐으나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해서

평균

표면조도가

높게

나왔던

시편은

제조결함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 했을 경우
제조과정 중 형성된 큰 크기의 제조결함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버로 연삭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인장강도 값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글레이징 처리된 IPS e.max Press®
보철물의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을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균일하게 연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IPS e.max Press®,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인장강도, 표면조도,
제조 결함, 실리콘 카바이드 버
학

번: 2013-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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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치과 진료 시 환자들의 심미적인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철물
제작에 있어 기능적 측면과 함께 심미적인 부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치과 재료 중 도재가 치아의 대체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재
의 취성이 크고 파절 저항성이 낮은 점을 보강하기 위해 금속 도재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1-3 이는 하부의 금속 코어가 비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투명한 도재의 광학적 성질이 자연치와 다르기 때문에
심미성이 떨어진다.4, 5
백류석 강화형 글라스 세라믹(IPS Empress1®, Ivoclar Vivadent,
Leichtenstein)은 이러한 금속 도재관의 심미성과 강도를 보완한 소재이
다. 이는 유리 기질 내에 백류석 결정의 분산에 의한 분산강화 뿐만 아니
라 백류석 입자와 유리기질의 열팽창 계수 차에 의한 잔류응력으로 강도
가 증가되며 심미적으로도 금속 도재관에 비해 우수하지만 여전히 낮은
기계적 물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6, 7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은 금속 도재관 및 백류석 강화형
글라스 세라믹의 낮은 기계적 및 광학적 물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이산화 규소, 산화 리튬, 산화 칼륨, 산화 아연, 인산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는 0.5~4.0㎛ 길이의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결정이 서로 맞
물린 구조를 이루고 60% 이상의 부피비를 차지함으로써 빛의 투과성 증
가와 강한 강도를 보인다.8-10
본 실험에 사용된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은 Ivoclar
Vivadent사의 IPS e.max Press®인데 이는 도재의 소성과정에서 생기는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결정화시킨 글라스 세라믹을 열과 압력을
가하여 왁스를 소환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IPS Empress2®(Ivoclar

1

Vivadent)로 처음 출시 됐다가 그 후 물성이 향상된 IPS e.max Press®
가 출시 되었다.
IPS

e.max

Press®는

Empress1®에

IPS

비해

결정함량이

30~40%에서 60%이상으로 높아져 굴곡강도 값이 200MPa에서 400
MPa로 증가, 전치부에 국한된 임상적 적용범위를 구치부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8,

9

또한

재료의

투과도

심미적으로 자연치의 특성을 재현할 수 있으며11,

12

조절이

용이해

열 가압 왁스

소환법으로 간편하게 보철물 제작이 가능해서 임상적으로 많은 장점을
보이고 있어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13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IPS e.max Press®를 연삭 시
제작과정 중 발생한 표면결함의 제거가 IPS e.max Press®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Ⅱ-1. IPS e.max Press® 시편 제작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총 10개의 IPS e.max Press® 시편을 제작하였
다. 3mm두께의 아크릴판에 지름 10mm로 구멍을 뚫은 후 주조용 왁스
(Maves®, Maves, USA)를 이용하여 디스크 형태의 납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납형을 매몰링 기저부에 주입선을 연결한 후 고정시켰다. 매몰재
는 IPS PressVest®(Ivoclar Vivadent)를 사용하였으며 매몰재 액, 증류
수, 매몰재 분말의 비율이 13ml, 9ml, 100g이 되게 정확한 양을 계량하
여 약 350rpm의 속도로 60초간 진공혼합법으로 혼합한 후 기포가 생기
지 않게 매몰링 하단부터 매몰재를 채웠다. 매몰재가 경화된 후 매몰링과
매몰링 기저부를 제거하고 소환 프로그램에 따라 매몰체를 850℃에서
60분간

유지시켰다.

가압

소환로(IPS

Empress

EP3000,

Ivoclar

Vivadent)를 700℃로 예열 시킨 후 실온 상태의 IPS e.max Press® 주
괴와 분리제가 적용된 AlOx plunger를 매몰체와 함께 가압 소환로에 위
치시키고 700℃에서 분당 60℃씩 증가시켜 915℃에서 15분간 유지시키
면서 가열 및 가압과정을 시행하였다. 가압과정이 끝난 매몰체는 가압 소
환로에서

꺼낸

후

실온까지

식히고

직경

50㎛의

알루미나로

0.4~0.5MPa의 압력으로 매몰제를 제거한 뒤 invex liquid® (Ivoclar
Vivadent)로 10~15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였다. 그 후 직경 50㎛의 알
루미나 분말을 이용, 0.2MPa의 압력으로 다시 한 번 세척해준 후 다이아
몬드 휠로 주입선을 잘랐다.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 버와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마하여 평평하게 한 뒤 IPS e.max Press®용 글레이즈 페이스트
를 시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적용한 뒤 800℃에서 1분간 유지시켜 글

3

레이징 하였다.
시편 연삭은 Figure 1과 같은 연삭장치를 제작하여 30000rpm의 회전
수로 연삭하였다. 이때 시편의 두께가 2.85~2.90mm가 될 때까지 실리
콘 카바이드 버(Dura-Green Stones®, Shofu, Japan)(Figure 2)로 연삭
하여 0.05mm이내의 오차 범위 내의 두께와 평행한 면을 가진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얻었다.

4

Fig. 1. Photographs of the grinding machine used for sample
preparation.

5

1cm
Fig. 2. The silicon carbide bur used for grinding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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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분석
시편의

인장강도는

압열인장시험(diametral

tensile

test)을

통해

측정하였다.14 디스크 형태의 시편을 만능 시험기(Instron 8871, Instron,
USA)위에 수직으로 세워 놓고 하중속도 0.5mm/min로 하중을 가하여
파단

시킨

후

파단하중을

구하였고

인장강도는

다음

식(ADA

Specification No.27, 1977)으로 계산했다.

σtensile= 2P/πDt
(P= 파단하중 D=시편지름 t=시편두께)

표면조도는 연삭 전후 시편과 실리콘 카바이드 버의 표면을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LSM 5
Pascal, Carl Zeiss MicroImaging GmbH, Germany)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표면조도 값은 중심선에서 표면의 단면곡선까지 거리 절대값들에
기준길이

내에서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는

Ra값을

사용하였다.(ISO

4287-1).15
시편의

미세조직은

주사

전자

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47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백금-팔라듐으로 코팅한 실리콘 카바이드 버 및 연삭 전과 후 시편의
파단면에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Ⅱ-3. 통계처리
모든 표면 조도 결과와 인장강도 결과는 t-검정을 통해 각 집단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으며 모든 통계 분석은 95% 유의수준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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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결과
주사

전자

결과(Figure

현미경으로
3)

지립이

실리콘
없고

카바이드

버의

다공성의 실리콘

표면을

카바이드

관찰한
단일체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버의 표면 조도를 다섯 부위에서 측정한 결과(Table 1) 평균 Ra 값은
17.60 ㎛를 였다.

8

Fig. 3. The microstructure of the silicon carbide bur.

9

Table 1. Surface roughness(Ra) of the silicon carbide bur used for
the experiment.

Surface
Roughness
(Ra)

1

2

3

4

5

Ave±Std(㎛)

12.70

23.36

15.67

14.44

21.84

17.60±22.21

10

글레이징 처리된 연삭 전의 시편(이하 glazed)과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된 시편(이하 ground)의 표면조도(Ra)를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을 이용, 서로 다른 네 부위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Table 2 에 나타냈다. 연삭 전후 시편의 평균 Ra 값은
0.919 ㎛와 1.198 ㎛로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의 평균
표면조도 값이 높았으며 t-검정을 시행했을 때 이들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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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urface roughness(Ra) of specimens.
1

2

3

4

Ave±Std(㎛)

Glazed

1.065

1.055

0.828

0.729

0.919±0.028

Ground

1.104

1.099

1.350

1.239

1.19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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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징 처리된 시편과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 후 시편을 각각 5
개씩 압열인장시험(diametral tensile test)을 통해 인장강도를 측정했다
(Figure 4). 글레이징 처리된 시편과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
의 인장강도 값은 각각 59.5±8.0MPa과 129.9±27.2MPa로 실리콘 카
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의 인장강도 값이 글레이징 처리된 시편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에서(p < 0.05)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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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ensile strengths of the glazed and ground specimens.
1

2

3

4

5

Ave±Std
(MPa)

Glazed

59.1

66.5

51.0

52.3

68.5

59.5±8.0

Ground

117.9

155.8

154.9

130.2

90.9

129.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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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trength-strain curves of the glazed and groun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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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열인장시험 후 (a)글레이징 처리된 시편과 (b)연삭 처리된 시편의
파단면을 각각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ure 5). 연삭 전 글
레이징 처리된 시편에서는 시편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약 50㎛ 정도의 큰 결함이 관찰됐다(흰 화살표, Figure 5a). 반면,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에서는 규칙적인 연삭흔이 관찰되나
제조과정에서 생긴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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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The fractured microstructures of the (a) glazed and (b)
groun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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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최근 구치부 보철 치료 시 심미적인 요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과거에 사용하던 장석계 도재보다 강한 강도와 심미성을 지닌 재료가
개발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이다.
하지만 세라믹은 취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표면결함이 발생하면 힘이
결함의 선단 부위에 집중되고 세라믹 강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16 본
연구에서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 중 IPS e.max Press®를
보철 치료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하여
시편 제조 과정에서 생긴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관찰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레이징 처리 후 연삭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편은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큰 크기의 제조결함이 시편 표면에서
무작위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연삭된 시편에 비해 낮은 인장강도 값을
보였다. 반면,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연삭한 시편은 연삭과정 중 표면에
존재하던 제조결함이 완전히 제거됐고 규칙적인 연삭흔만이 관찰됐으며
인장강도 값이 글레이징 처리된 시편에 비해 높았다. 이때 측정된
표면조도 값은 글레이징 처리된 시편의 표면조도 값이 연삭된 시편의
표면조도 값 보다 낮았다. 이는 평균 표면조도 값보다 불규칙적으로
존재하는 큰 크기의 공정결함이 IPS e.max Press® 시편의 기계적
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글레이징은 표면에 얇은
유리질 층을 형성 시켜 표면결함들의 날카로운 선단을 무디게 만들어
응력이 집중되고 균열이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글레이징 처리 후에도 잔존하는 많은 양의 공정결함을 실리콘 카바이드
버로 균일하게 제거해 준다면 오히려 기계적 물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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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고에 의하면 세라믹의 강도는 결함의 수, 크기, 모양에 의해
의존하고17
세라믹의

파절의

시작은

표면결함은

결함의

파괴강도를

크기와 위치에 의해
감소시키고

이는

결정된다.18
표면조도보다

파괴강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고19 글레이징 처리한 세라믹의
표면조도가 연삭을 시행한 세라믹의 표면조도 보다 일부 낮게 나온다고
보고된 바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표면조도 보다 표면결함이 파괴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표면결함이 세라믹 강도 저하의 원인이라는 점과 글레이징
처리한 시편이 연삭한 시편 보다 표면 조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유사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IPS e.max Press®의 불완전한 글레이징 처리는
기계적 물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균일한 연삭처리는 오히려 이러한
공정결함을 제거해줌으로써 기계적 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라믹 강도가 잔류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전 연구 결과에
따라 IPS e.max Press®의 강도에 잔류응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속 실험이 필요하며 구강 내 수분이 많고 온도 변화가 급격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디스크형 시편으로 단순화 시켜 복잡한
보철물의 형태를 고려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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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urface Grinding
using Silicon Carbide Bur
on Tensile Strength of
Glazed IPS e.max Press® Disk

Jeon Ji-hwan
Department of Dental Biomaterials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Hoon Rhee, Ph.D)

The

removal

effect

of

surface

processing

flaws

using

siliconcarbide bur on the tensile strength of glazed IPS e.max Press®
disks was examined. The IPS e.max Press® disks with diameters of
10 mm and heights of 3 mm were prepared according to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nd the disks were ground until having
2.85-2.90 mm thickness by using a silicon carbide bur. The deg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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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urface roughness and tensile strength before and after the
grinding were assessed using a confocal laser microscope and a
general

purpose

testing

machine,

respectively.

The

surface

microstructures before and after the grinding were also observed by
FE-SEM.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SPSS v.19.0
software package (SPSS/PC).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re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p < 0.05. The surface processing flaws with irregular shapes
and sizes were observed on the glazed IPS e.max Press® disks
whereas they were not detected on the ground ones but new regular
striped pattern created by the grinding was detected. The average
surface roughness of the glazed and ground IPS e.max Press ® disks
were 0.92 and 1.20 ㎛, respectively, but those of the average tensile
strengths were 59.5 and 129.9 MPa,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glazing process was not effective to cover the entire
surface processing flaws, which critically decreased the tensile
strength of IPS e.max Press® disk. Whereas, the grinding process
was more effective to remove out the surface processing flaws and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Keywords: IPS e.max Press®, lithium disilicate, tensile strength,
surface roughness, processing flaw, silicon carbide b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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