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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review on fractography of dental cer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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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applicability of ceramics can be increased by analyzing the causes of fractures after fracture testing of dental ceramics.
Fractography to analyze the cause of fracture of dental ceramics is being widely applied with the development of imaging
technologies such a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tting the experimental conditions is important for accurate interpretation.
The fractured specimens should be stored and cleaned to avoid contamination, and metal pretreatment is required for better
observ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fracture, there are dimple rupture, cleavage, and decohesive rupture mainly observed
in metals, and fatigue fractures and conchoidal fractures observed in ceramics. In order to reproduce fatigue fracture in the
laboratory, which is the main cause of fracture of ceramics, a dynamic loading for observing slow crack growth is essential, and the
load conditions and number of loads must be appropriately set. A typical characteristic of a fracture surface of ceramic is a hackle,
and the causes of fracture vary depending on the shape of hackle. Fractography is a useful method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fractures of dental ceramics, so it is necessary to follow the exact experimental procedure and interpret the results with cau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3):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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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적절한 심미성과 우수한 강도를 가진 세라믹은 치과용

A

B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내재된 취성(brittleness)으로
인해 교합력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하부구조의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 보철물의 파절 및 부분파절이 발생할 수 있
다(Fig. 1).1
파절이 발생한 원인은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으나 구
조적 실패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절면에 대한 고배
율의 사진으로 파절양상과 파절원인을 해석하는 파단면
분석(fractography)이 사용되고 있다. 원래 파단면분석

Fig. 1. Partial fracture (chipping) of ceramics in metal ceramic prosthesis. (A) Partial fracture of more than half of
the crown in the maxillary left second molar (red arrow),
(B) Partial fracture at the maxillary right canine incisal
edge (red arrow).

은 금속의 균열을 연구하는 금속조직학(metal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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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래되었으며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can-

SEM은 전자선이 전도성 시편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및 투과전자현미경

구조와 조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신호를 방출하는 현상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의 기술발달이

을 이용하는데 초기에 사용하던 광자 대신 전자선을 이

더해지면서 세라믹에서도 미세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용하면서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3 전자선이

파절의 기시점과 성장 등 피로파절에 대한 과정을 설명

시간-신호 상태로 조사되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확보할

2

수 있고 상을 3차원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표면결함이나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라믹과 관련된 생체내(in vivo) 및 생체외(in vitro) 물

파단면 검사에 이상적인 기구이다.

성실험에서 파절된 단면을 분석하는 파단면분석법은 유

SEM으로 작업할 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잘

용한 해석방법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기

파악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편은 3차원적으로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파단면분석을 하기 위해 어

조절하면서 위치시킬 수 있는데, z-축은 시편의 높이(작

떤 원리를 적용하여 실험시편을 제작하고 관찰하며 어떻

업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관찰범위(depth of field)와

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헌을 고찰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

배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작업거리가 증가하면 관찰

하며 얻게 된 지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범위가 넓어지지만 배율이 낮아야 하므로 적절한 영상을
얻으려면 시편표면을 전자탐지기 수준이나 바로 하방에

문헌고찰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명확한 영상을 얻으려면 시편의
경사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각도는 시편의 형태에

파단면분석을 위한 실험조건

따라 달라지며 더 부드러운 시편은 더 큰 각도로 관찰해
야 한다. SEM으로 관찰하면서 모니터에서 대조도와 명

파절된 표면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도를 확인하고 조절해야 한다.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

배율을 조절하면 거시적, 미시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과전자현미경(TEM)은 광학현미경의 한계인 제한된

(Fig. 2).

심도와 확대율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으나 파절편의 복

SEM 관찰을 위해 시편은 전도성이어야 하며, 깨끗하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시편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고, 현미경 관찰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

2

이 있다. 하지만 주사전자현미경(SEM)의 기술이 발달하

아야 하며 표본이 과도하게 클 경우에는 복제품을 제작

면서 큰 피사체 심도와 광범위한 배율을 적용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금속은 직접 관찰이 가능하므로 시편을 세척

비파괴적으로 시편을 제작할 수 있으며 3차원적인 형태

후 전도성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관찰하지만, 비

를 관찰할 수 있어 SEM이 파단면분석에 일반적으로 사

전도성 시편은 매우 낮은 가속전압(5 keV)으로 관찰하지

용되고 있다.

않으면 적절히 관찰할 수가 없기에 복제품을 만들거나

A

B

C

Fig. 2. Images observed while magnifying the same fracture surface (dotted line) from low to high magnification. (A) 30x
magnification, (B) 50x magnification, (C) 100x magnification. The overall aspect of the fracture can be observed in the
low magnification image, and the higher the magnification, the more detailed the fracture surface can be observed. The
suspected origin and causes of the fracture can be estimated in higher magnification images.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3):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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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을 가진 물질을 코팅하여 관찰한다.4 표본을 코팅

하고 이후 에폭시레진을 부은 후 금으로 코팅을 함으로

하면 더 높은 전압(15 - 20 keV)을 사용할 수 있어 영상의

써 파절의 시작과 진행방향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속성 코팅(gold, chromium)이

(Fig. 4).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할 때는 에폭시레

선호되는데 열증발법(thermal evaporation) 또는 스퍼터

진의 혼합에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임상에서 사용하는

5

방법(sputter coating)을 주로 이용한다(Fig. 3). 하지만,

PMMA (polymethyl methacrylate)와는 달리 에폭시레진

표면을 코팅한 시편은 이후 실험과정에서는 원 상태로

은 수지와 경화제 모두 점성을 띄어 충분히 혼합하지 않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실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

을 경우 최종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7 따라서 오랜 시간

팅을 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고, 혼합 중에 기포가 유입될 수 있

구강 내에서 파절된 세라믹 수복물의 경우 제거하기 어
6

기 때문에 스파츌라를 러버볼에 대고 누르면서 혼합해야

려운 경우가 많아 Scherrer 등 은 시편을 복제하여 관찰

한다. 충분히 혼합 후에 실리콘에 적용할 때에도 큰 기포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파절면을 알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부위부터 흘러 들

코올로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실리콘 인상재를 파절면에

어가도록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

서부터 시작해서 교합면 전체에 분사하여 인상을 채득

Fig. 3. Comparison of images before
and after sputter coating. (A) SEM
image of zirconia before gold coating,
(B) SEM image of zirconia after gold
coating. The microstructure of zirconia
can be better observed in gold coating
surface.

A

B

A

C

파절 시편의 준비와 보관도 중요한데, 파절면은 손상

B

D

E

Fig. 4. (A) Partial fracture (chipping: red arrow) of ceramic restoration in maxillary right central incisor, (B) Replica technique using polyvinylsiloxane silicone impression material, (C) Silicone replica of fracture surface (red arrow), (D) Replica
of fracture surface (red arrow) made with epoxy resin, (E) SEM image of epoxy resin replica after gold coating. Fracture
surface characteristics (red arrow) can be observe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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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쉬우며 미세구조의 특징을 파괴할 수 있는 기계적,

겨 놓고 세척 후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세척과정에서 손

환경적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주

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부드럽고 덜 공

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격적인 세척방법을 먼저 이용하고 잔유물이 남아 있다면

손상되면 파절면 해석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좀 더 강한 세척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간단한

파절 후에 처해진 환경에 기인하는 화학적 손상과 하중

세척방법은 압축공기를 불거나 부드러운 붓으로 부착

8

의 결과로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으로 나눌 수 있다. 화

된 입자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복제코팅을 제거하

학적 손상은 주로 비귀금속의 부식으로 발생하는데 파절

거나 유기용매(xylene, naphtha, toluene, freon, ketones,

된 단면이 수분과 염분이 있는 환경에 있으면 철과 비귀

alcohols)를 파절된 단면의 유분이나 잔사를 제거하기

금속을 산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화는 너

위해 사용할 수 있다.9 이 때 유기용매로 충분한 시간 동

무 심하게 손상된 것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처리에 의

안 세척하고 파절면에는 깨끗한 유기용매만 닿도록 해

해 관찰이 가능한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다. 반면, 파절

야 한다.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방법

당시 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파절면이 서로 접촉하

은 앞서 언급했던 유기용매를 초음파세척기와 함께 사용

게 되어 손상되거나, 파절면을 맞추어 보고 날카로운 기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파절면 해석에 주요한 입자이거

구로 긁는 등 취급 또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기계적 손상

나 파절면과 관련된 부분에 이물질이 위치되어 있을 때에

은 원래의 파절형태로 되돌릴 수 없기에 이러한 행위를

는 제거 전에 화학적인 조성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추천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든 파절면을 먼저

된다. 철이나 알루미늄 재료와 같은 경우는 세척제와 물

확인하여 균열기시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지정하는 것

을 함께 사용하여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면 잔사제거에

이 미세한 분석을 위해 어떤 부위를 구체적으로 관찰할

효과적이다. 표면이 화학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철의 경

지 전략을 결정하는데 유리하다. 파절 즉시 파절면을 평

우는 음극세척(cathodic cleaning)을 시행하기도 한다.7

가할 수 없을 때는 환경적,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약산 또는 약염기 용액을 이용한 표면의 화학적 세척

즉시 보존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보존법은 압축공기로

은 파절면에 대한 화학적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건조시킨 후 진공이나 건조제가 들어있는 용기에 보관하

최후에 사용한다. 금속의 경우 다양한 용액(acetic acid,

는 것이지만 이는 실용적이지는 않으므로 산화와 부식을

phosphoric acid, sodium hydroxide, ammonium citrate,

9

방지할 수 있는 표면코팅이 필요하다. 코팅 시 파절의 원

ammonium oxalate solution 등)을 이용하여 세척한다.8,9

인을 밝힐 수 있는 표면의 파편이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파절된 시편이 너무 크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파절면

다시 표면의 파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화학적으로 반

부분만의 분할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시편을 절단하

응하지 않으며, 환경으로 인한 손상을 막을 수 있고 파절

게 되는데, 절단 전 분할하는 위치를 정확히 기록해 놓고

면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코

절단과정에서도 열에 의해 구조가 변형 또는 손상되지

팅이 필요하다. 이 때 투명 라커(clear acrylic lacquer) 또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절단해야 한다. 냉각제에 의

는 플라스틱 코팅(plastic coating)을 파절면에 분사하고

해 파절면이 부식되거나 해석에 중요한 부분이 씻겨 없어

필요에 따라 유기용매로 제거하기도 하는데 거친 면의

질 수 있으므로 건조한 상태에서 절단하는 것이 유리하

경우 완전한 코팅이나 제거가 어려워 가급적 이런 방법

지만 파절부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열손

을 피하는 것이 좋다. 셀룰로즈 테이프(cellulose acetate

상을 피하기 위해 냉각제가 필요하다. 이 때는 파절면 상

replicating tape)는 다양한 두께로 적용할 수 있으나 거

부를 코팅하여 절단하고 과정이 끝나면 바로 용매로 세

친 표면의 경우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하

척하는 것이 좋다.

기 어렵다. 석유화합물(petroleum base compounds)은

파절특징을 기록하는데 사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용이 쉽고 유기용매를 넣고 초음파세척기에 넣으며 쉽

중요한 특징과 관계가 있는 부위에 대한 사진을 찍음으

게 제거되어 추후 제거가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

로써 확대를 시행할 배율과 파절특징에 대해 유추할 수

는 것이 좋다.

있기 때문에 직접 조명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파

다양한 환경에 노출 시 파절된 표면에 먼지, 부식, 산화

절면의 특징을 평가한 후 적절한 배율을 정하여 파절면의

물 등이 부착되므로 파절면을 세척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진을 촬영한다. 이후 입체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

세척 전 저배율의 입체현미경으로 파절면의 사진을 남

는데, 입체현미경은 광축 사이에 약 15도로 벌어진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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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에 의해 정립한 확대상을 만들고, 이것을 각각의 눈
2

에 응력이 집중되는데, 재료 내부의 긴장도가 점진적으

으로 봄으로써 입체감을 얻는 원리이다. 입체현미경은

로 높아지면 미세공간이 융합되고 커져 결과적으로 연

금속과 생물체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작업거리가 길기

속적인 파절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파절은

때문에 시편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거리의 한

오목한 그릇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Fig. 5). 파절면에

계배율은 50배 정도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진을 기록

서 오목한 면(dimple)의 크기는 융합된 미세공간의 수와

하는 방법은 SEM인데 파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직접적

분포에 의해 결정되며 융합부의 갯수가 적고 넓은 공간

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깊은 초점심도와 폭넓은 배율변

을 차지하면 파절면은 크고 오목한 표면을 형성하게 된

화가 가능하며 파면에 대한 3차원 영상촬영이 가능하여

다.12,13 또 재료 내부의 응력상태와 재료의 미세구조 및

많이 이용된다.

가소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즉, 한 방향
으로 인장응력이 가해지는지, 양쪽에서 인장응력이 가해

파절양상의 분류

지는 상황인지(tear), 또는 전단응력이 가해지는지에 따
라 오목한 면의 형태가 달라진다.12

파절은 재료의 결정 사이로 또는 결정을 통해 진행되

열개(cleavage) 파단면은 다결정구조의 금속에서 발생

는데, 파절이 된 단면은 파절의 진행방향과는 상관없이 5

하며 경계가 뚜렷하고 편평하며 반짝이고 반사되는 표면

가지의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이 존재

을 나타낸다.14 이는 결정평면을 따라 진행하는 낮은 에너

한다.10 대부분의 파단면 양상은 금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의 파절로 다수의 평행한 열개에서 시작되어 파절이 진

11

이 중 피로파절에 의한 양상이 세라믹에서 나타난다.

보조개 모양 파절(dimple rupture)은 재료의 파단면이
보조개처럼 파인 모양을 나타내는 연성파절의 대표적 형
12

행함에 따라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므로 작은 시냇물
이 모여 강을 이루는 형태(river pattern)를 이루므로 열개
의 형태를 보면 파절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다(Fig. 6).

상으로 과하중이 실패의 원인일 때 발생한다. 재료 내

분리파손(decohesive rupture)이란 입자경계에 있는

부에서 변형 불일치(strain discontinuity)가 발생한 부위

공동(void)이나 와동(cavity) 등에 응력이 가해지면 입자

Fig. 5. Dimple rupture. (A) Mechanism,
(B) Dimple rupture in metal surface (red
circle).

A

Fig. 6. Cleavage fracture. (A) Mechanism,
(B) Grain structure and river pattern in
fracture metal surface (red circle).

A

142

B

B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3):138-49

Literature review on fractography of dental ceramics

경계를 따라 균열이 성장하는 양상을 말한다(Fig. 7). 소

갑자기 감소할 경우 균열 증식은 멈추게 되고 파절줄무

성 변형이나 앞서 언급했던 3가지 형태의 파절과는 연관

늬(striation)가 생기지 않는다.17 이후 특정한 수의 작은

이 없으며 재료의 환경 또는 이물질과 같은 독특한 미세

응력이 다시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균열은 다시 증식하게

15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분리파손은 하나의 독립

된다.19 균열이 재료가 감내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된 파절과정이 아니며 원자결합의 약화, 표면에너지의 약

도달하면 완전파절이 발생한다.

화, 분자가스의 압력, 보호필름의 파괴 등 여러 다른 요인

조가비 모양 파절(conchoidal fracture)이란 취성을 가

에 의해 시작되고 금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파절양상으

진 재료에서 발생하는 파절로, 잘 정리된 분리평면을 따

15

로 균열과 공동이 혼합되어 발생한다고 한다.

르지 않고 홍합껍질에서 보듯 잔금이 번져 나가는 단면

재료에 주기적,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면 단계적으

이 일정하지 않고 우연한 형태의 파절을 말한다.20 재료의

로 피로파절(fatigue)이 발생한다. 특히 낮은 강도의 응

고유특성에 따라 2 - 4개의 파편으로 나뉘는 낮은 강도,

16

력이 장기간 가해질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로

10개 정도의 파편으로 나뉘는 중강도, 무수히 많은 파편

파절의 단계는 파절의 시작, 균열의 증식, 완전파절로 이

으로 나뉘는 고강도의 파절로 나눌 수 있는데 치과용 세

루어진다(Fig. 8). 1단계인 파절의 시작단계는 재료의 피

라믹은 대부분 한계응력에 비해 낮은 강도의 파절을 보

17

로수명 중 90% 정도의 시간에 해당한다고 한다. 2단계

이며 시작점에서 가지를 뻗는 양상이나 2차적인 파절이

인 균열의 증식에서는 전체 파절길이만큼 균열이 진행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Fig. 9).21

는데 결정입자를 관통해서 균열이 진행된다. 이는 교대

세라믹의 파절은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이 달라진

로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증거

다. 다양한 이유로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에서 파절이 발

는 균열정지표시(crack-arrest mark (fatigue striation으

생하는 임계점을 넘는 한계응력이 발생하는 부위가 균열

18

로 알려짐))로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각 줄무

의 기시점이 된다. 이후 방사형으로 균열이 진행되다가

늬는 한 하중 주기의 결과이고 줄무늬가 형성된 부분의

국소적인 인장응력이 발생하면서 한 부위가 떨어져 나가

전방에 피로균열이 위치한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하중이

는 것이다.

Fig. 7. Decohesive rupture. (A) Mechanism,
(B) Decohesive rupture due to weak boundary of grain structure in metal fracture test
(red circle).

A

B

A

B

C

D

Fig. 8. Fatigue fracture of brittle materials. (A) Crack begins when the force exceeding the critical stress is applied on area
where fatigue is accumulated, (B) Crack propagate to areas within the body that are most vulnerable to tensile forces,
(C) During the crack propagate, tensile forces are generated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crack propagation and chip
occurs, (D) Fatigue fracture in fractured ceramic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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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을 때 균열이 커지는 정도도 1/3 정도로 작아 n도 높다
고 하였다. 이는 결정입자 구조의 비율이 높은 LS2에서
미세구조의 물리적 특성이 파괴인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LS2라도 결정입자의 구조와 길이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Lee 등24은 결정이 침상인 형
태에 비해 구형일 때 결정입자의 밀도가 높아 경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Fig. 10).
결정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현상은
Fig. 9. Catastrophic fracture of zirconia divided into
several fragments. A conchoidal frac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removal of a two-piece fractured zirconia
prosthesis.

지르코니아에서도 관찰되는데 Bravo-Leon 등25은 1 µm
이상의 결정입자 크기를 갖는 지르코니아에서 자발적인
상변이가 발생하여 저온열화현상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결정입자의 크기가 0.9 µm에서
1.4 µm까지일때는 지르코니아의 파절강도가 증가하였
으나 1.4 µm 이후부터 1.8 µm까지는 지르코니아의 파절

세라믹 피로시험의 특징

강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5
세라믹은 임계치보다 낮은 응력에서 파절이 발생하는

세라믹은 정적인 실험을 통해 파괴되는 순간의 강도

경우가 많은데 이는 표면의 결점이 서서히 커지기 때문이

를 산출하면 매우 높은 파절강도를 가지지만 임상에서

17

다. 특히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세라믹 표면에 존재하는

는 기계, 화학, 생물학적인 다양한 기여요인들이 관여하

균열은 여러가지 파괴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구강내 환

면서 표면에 발생한 결함(flaw)으로 인해 훨씬 낮은 응력

경은 타액, 저작력, 온도, pH라는 측면에서 세라믹 수복

에서 실패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함이나 균열은 기능 중

물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특히

에 아주 느린 속도로 성장하다가 어떤 임계값에 도달했

균열에 민감하므로, 세라믹 재료는 높은 파절강도와 함

을 때 급작스러운 속도로 진행되어 파괴적인 결과를 보

께 균열저항성을 가져야 한다. 균열민감도(stress corro-

이는 피로파절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26,27 모든 세라믹은

sion susceptibility coefficient (n))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

균열이 진행되기 전에는 하중에 대해 견딜 수 있으므로,

정할 수 있는데 동적인 실험을 통해 시간과 균열크기의

기공이나 흠에 의한 느린 균열성장(slow crack growth,

22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세라믹의

SCG)이 언제 결정적인 파괴지점에 도달하는지를 예측해

n은 미세구조의 차이, 결정입자의 구조, 부피율, 기질의

야 한다. 이런 SCG 기전을 이해하면 표면연마가 왜 세라

분포 등이 미세균열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성질을 저

믹의 물성향상에 기여하는지 또, 왜 동적인 하중이 물성

23

하시킨다. Gonzaga 등 은 세라믹의 물성치인 파괴인성

저하에 기여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파절강도와 파절가

및 임계파절 하중과 n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장석계

능성을 분석하여 세라믹의 신뢰도를 분석하는 Weibull이

도재에 비해 리튬디실리케이트(lithium disilicate, LS2)나

대표적인 SCG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파절에 영향을 주는

유리질침투 세라믹이 높은 파괴인성을 가지고 시간이 지

임계값(threshold stress intensity factor, KI0)을 분석하

Fig. 10. Two kinds of lithium disilicate.
(A) Spherical crystal in one lithium
disilicate, (B) Acicular crystal in another lithium disilicate. This difference
in structure affects the difference in
fract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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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있다. Marx 등28은 Vickers 압흔시험을 진행하

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떤 위치에서 균열이 시작하

고 균열이 성장한 직경을 측정하여 파절속도를 추정하는

고 성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EM을 이용

방법으로 인장력이 재료에 균열을 유발하지 않는 한계인

하여 파단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계값을 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리튬디실리케이트
에 비해 높은 파괴인성을 가지는 지르코니아도 임계값은

세라믹 파단면 분석

비슷하여 사람의 교합력 범위와 유사한 범위에서 파절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임계값은 동적하중의 결과인 파괴인

유리와 세라믹같이 취성이 있는 물질에서 파절은 갑작

성보다 더 본질적인 값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파괴인성

스럽게 파괴적으로 일어나는 불안정한 과정이다. 파단면

이 다른 재료인데 임계값이 유사하다는 것은 두 재료의

분석 시 파손된 부분의 응력이 클수록 저장된 에너지가

SCG에 동일한 시작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많고 드러나는 특징이 많아 해석이 쉬운 반면, 저장된 에

29

Quinn 은 타액의 수분에 의해 Si-O-Si 결합이 붕괴되

너지가 낮으면 뚜렷한 특징이 없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

어 Si-OH로 약화된 상태에서 저작력이 지속적으로 가해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부드러운 입자에 비해

30

짐에 따라 SCG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Cesar 등 은 세

다공성이거나 거친 입자를 가진 물질일수록 파절의 특징

라믹 실험에서 SCG를 분석할 수 있는 동적하중이 필수

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31 파단면은 파절의 원인을 파악

적인 실험조건이라고 하였다. 동적인 하중은 초기에는

하는데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파단면을 적절히

세라믹의 강화기전에 일정 정도 기여하기도 하지만 하

분석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중의 조건과 하중을 받는 형태에 따라 물성저하를 유발

(Fig. 11).

하기도 하므로 임상상황에 가장 가까운 하중방법이다.

취성 파괴가 시작되는 근원을 파절의 기시점(origin, O)

동적인 하중의 가장 큰 장점은 세라믹에서만 나타나는

이라고 하는데 물질내 결함이 있어 가장 불리한 조건의

SCG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적 하중은 시간이

인장력이 발생하는 지점이다.32 기시점을 기준으로 파절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하중을 설계

이 방사형으로 퍼져 나가므로 기시점을 분석하면 재료의

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시간의 측면에서 계

결점과 응력의 크기 및 집중을 알 수 있다. 때로 복합적인

단식 응력을 사용하기도 하나, 결과에 대한 해석의 한계

파절로 인해 기시점을 알 수 없을 때는 응력의 상태, 균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 최소응력과 최대응력의 반

의 속도, 균열의 진행방향을 통해 기시점을 역추적하여

5

6

복으로 하중을 가하며 10 - 10 의 주기에서 주로 파절
이 발생하므로 최소 하중횟수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한
17,30

다.

하지만 이런 실험조건을 사용하더라도 파절에 대

알아낼 수도 있다.
기시점을 감싸고 있는 원형의 매끄러운 부분을 평활 거
울영역(mirror, Mir)이라고 하는데 기시점에 비해 잠재된

Fig. 11. Presentative fractographic image of fractured lithium disilicate specimens (magnification x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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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작아 균열의 진행속도가 느린 상태이므로 면이
나누어지거나 편향되지 않기 때문에 편평하고 보다 매끄
11

타내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트위스트 해클은 주된 인장력에 의해 균열이 진행되는

러운 모습을 보인다. 기시점을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것

방향에서 측방으로의 회전이나 비틀림과 같은 국소적인

은 아니지만 Mir은 잘 관찰할 수 있는데 비교적 쉽게 구

전단응력이 가해지거나 구조적 비동질성이 있을 때, 원래

분할 수 있는 명백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Mir

의 균열면에서 틀면서 다른 평면에 압축응력이 발생되어

의 반경은 잔류응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집중된 인장력이

나타나는 표식이다.23 균열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기 때문

강할 때 Mir이 잘 관찰된다. 하지만 파절의 기시점이 여

에 기시점을 추측할 때 도움이 된다. 모서리나 불균질한

러 곳이거나 재료 자체의 흠이 많으면 Mir을 관찰하기 어

형태가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트위스트 해클

렵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세라믹의 파절은 SCG로 인해

은 치과용 세라믹에서 특히 중요한데 다공성인 LS2 같은

흠이 크고 많기 때문에 Mir을 거의 관찰하기 어렵다. 하

경우는 응력조건이 자주 변할 때 발생하며 지르코니아에

지만 대부분 실험실에서 유도한 파절상황에서는 Mir을

서는 내부의 입자크기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균열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정적인 하중시험에서 Mir이 관찰

의 진행평면에서 국소적으로 퍼진 부분(segment)들이 발

되지 않는다면 설계한 실험의 하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트위스트 해클이 발생

33

추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Mir 바깥으로 안개처럼 퍼져 있는 부분이 안개영역

또 다른 대표적인 해클은 인장응력에 의해 균열이 진행

(Mis) 영역인데 균열의 진행속도에 가속이 붙어 빨라지

하는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면서 최고속도에 도달하면 잠재된 에너지가 주변에 방산

는 균열의 뒷면에 있는 Wallner선과 균열의 앞면에 생기

되어 외층보다는 덜 거친 부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Mis는

는 정지선(arrest line)이 있다. 이 중 Wallner선은 균열선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해클(hackle, 잔금)의 한 종류로

이 팽창하여 나타나는 탄성파로, 팽창하는 탄성파에 의

취급하기도 한다.

해 균열선이 어떻게 추월되었는지 보여 준다.34 Wallner

해클은 균열이 진행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

선은 연못 표면의 파도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파문이

시로 균열이 있는 표면에 나타나는 선이다. 에너지가 두

흔적으로 남게 되므로 부드러운 흔적으로 남아서 SEM

번째 균열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경우에 형성되며 균열

으로 관찰하기는 힘들고 얇은 그림자 띠처럼 보이며 조

의 증식과 평행하게 주행하지만 동일한 평면이 아닌 부

명을 조정하면 보이는 부분이 약간 이동하는 경향이 있

분이다. 원인과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

다.

34

다. 이 중 웨이크 해클(wake hackle)은 균열방향의 앞쪽

정지선은 정지 해클이라고도 부르며 인장응력장의 변

에서 나타나는 불규칙한 선으로, 균열이 진행되면서 다

화로 인해 나타나는 날카로운 선이다. 균열이 성장해 가

공성 세라믹 재료 내의 공기나 흠이 있는 부위를 지나 다

다가 멈출 때 형성되는 반원형의 선이다. Wallner선이 균

시 합쳐지면서 꼬리형태로 다시 평행하게 진행되는 것이

열보다 더디게 오는 탄성파에 의한 흔적이라고 하면, 정

다. 비교적 저배율에서 관찰되는데 식별이 가장 쉬우며

지선은 균열의 전면에서 응력구성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

35

파절의 기시부를 추측하는데 가장 유리한 표식이다.

는 해클이다.6,34 균열은 국소적으로 최대 인장응력 방향

벨로시티 해클(velocity hackle)은 바깥쪽으로 방사되

에 대하여 수직으로 진행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장력이

는 해클의 형태로 앞면의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큰

개입하면 균열평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변화된

단도와 같은 모양을 지닌 부위로 이 부위에서는 균열의

평면이 남기는 흔적은 Wallner선과 해클을 통해 분석할

속도가 일정하게 진행되며 높은 응력이 발생했음을 말해

수도 있다.

36

주는 것이다. 이는 균열이 시작되고 종단속도에 도달하

압축컬(compression curl 또는 cantilever curl)은 물체

기 전까지 Mis 외곽에 나타난 균열방향을 표시하는 해클

의 파절이 발생하기 전 날(lip) 모양의 형태로 형성되는

로, 균열방향과 평행하게 정렬된 방향으로 나타난다. 세

파단면의 특징으로 굽힘력(bending moment)을 받는 부

라믹의 특징적인 미세구조로 인하여 Mis의 정확한 경계

위, 주로 균열의 바깥부분에서 나타난다.37 즉, 파절이 발

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벨로시티 해클의 기시부도 관

생한 물체의 파단면 분석을 통해 압축컬이 나타난 부위

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찰할 수 있다면 파절

는 굽힘력이 작용한 부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이

의 근원지인 Mir 부위와 Mis 이후 균열의 진행방향을 나

용하여 굽힘강도 실험을 할 때는 하중을 가한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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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컬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의도한 곳에 하중이 가
해졌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임상상황에서는 세라믹 수
복물 내면에서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주로 파절이 일어
나므로, 파절이 시작된 부분과 반대되는 부위 즉 교합면
부위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2.
3.

이상과 같이 파단면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를 잘 분석
함으로써 파절의 시작과 진행을 알 수 있고 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파절의 원인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파절의

4.

기시점과 각각의 해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5.
세라믹의 파절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파단면분석을 할
때는 주사전자현미경의 작업거리와 관찰범위를 잘 설정
해야 하며 골드코팅으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파
절시편은 기계적, 화학적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관

6.

해야 하며 파절면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는 약한 세척부
터 점진적으로 사용한다. 파절양상은 연성파절인 보조개
모양 파절, 경계가 뚜렷한 열개, 이물질과 같은 미세구조

7.

가 관여하는 분리파손 등을 금속에서 관찰할 수 있다. 세
라믹은 균열과 연관된 피로파절이 주된 파절양상이고 취
성을 가지므로 때로는 조가비 모양 파절이 발생할 수도

8.

있다. 이러한 파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세라믹의 느린
균열성장을 관찰하고 파절속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
중조건과 하중횟수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동적 하중을

9.

부여해야 한다. 세라믹의 파단면 분석 시 특징적인 형태
를 해클이라 하는데, 파절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다양하므로 해클 형태를 잘 파악하여 파절의 원인을 추

10.

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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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세라믹의 파단면분석(fractography)에 대한 문헌고찰
송민규1 대학원생, 차민상2 부교수, 고경호1 부교수, 허윤혁1 부교수, 박찬진1 교수, 조리라1* 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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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세라믹의 파절실험 후 파절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 세라믹의 임상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파절원인을 파
악하기 위한 파단면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 등 영상기술의 발달로 점차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서는 실험조건 설정이 중요하다. 파절시편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세척하며, 관찰을 위해 금속 전처리가 필요하다.
파절은 양상에 따라 주로 금속에서 관찰되는 보조개모양 파절, 열개, 분리파손 및 세라믹에서 관찰되는 피로파절과 조가
비 모양 파절이 있다. 세라믹의 주된 파절원인인 피로파절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해 느린 균열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동적 하중이 필수적이며 하중조건과 하중횟수 등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세라믹의 파단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
징은 해클이며 다양한 해클의 형태를 잘 관찰하여 세라믹 파절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단면분석은 치과용 세라믹의 파절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므로 정확한 실험과정을 따르고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3):138-49)
주요어: 균열성장; 치과용 세라믹; 파단면분석; 피로파절; 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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