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를 갖는
Ti의 표면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황 재 선



나노-마이크로 복합 구조를 갖는
Ti의 표면 특성

지도 김 광 만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 의 학 과

황 재 선



황재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년 12월 일



감사의 글

하느님의 인도로 연세대학교와 계속 인연을 맺으며 제가 이곳 치과생체

재료공학교실에서 연구하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지켜봐주

시며 앞으로도 제가 가는 길 어느 곳이던 제 마음속에서 함께 계실 하느님

께 감사드리며 이 논문을 완성하기 까지 지도 편달해주시며,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 논문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며 저에게 연구자

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신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의 주임교수님이시자 

제 논문의 지도교수님이신 김광만 교수님, 제가 이곳 치과생체재료학교실

에서 배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김경남 교수님, 논문의 부족

한 점과 인생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오근택 박사님, 먼 미국 땅에

서도 제 논문의 많은 관심과 지도 해주신 이용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저를 위해 많은 학문적 가르침뿐 아니라 삶의 지혜

를 가르쳐 주신 동남 보건대의 이덕혜 교수님, 민병국 교수님, 이규선 교수

님, 성환경 교수님, 건국대의 김화중 교수님, 유영태 교수님, 임성기 교수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위해 찾아갈 때면 항상 아버지처럼 따듯하게 

대해주시는 중앙기공실의 이성봉 선생님, 전진성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치과재료학교실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밤새우며 실험하기

를 밥먹듯이 하며 많이 정들었던 교실원들, 실험과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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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나나나노노노---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 복복복합합합 구구구조조조를를를 갖갖갖는는는 TTTiii의의의 표표표면면면 특특특성성성

타타늄은 임플란트 재료로서 사용된 이래 30년이 넘는 동안 골유착
(osseointegration)에 있어서 생체 친화적이며 높은 성공률을 보여 왔다 . 하지만 골
량과 골질이 불량한 경우에서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키거나 표면적을 넓히는 형태의 다양한 표면처리법이 보고되었다.이러한
표면처리는 대부분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를 변경시킨 것이고 나노단위에서의 관
찰은 극히 제한적이었다.최근에는 나노구조를 가진 표면이 골세포의 부착과 증식
에 유리하다고 보고되며, 임플란트의 표면과 결합할 수 있는 골조직
(hydroxyapatite결정 :길이 20～ 80㎚,두께 4～ 6㎚)및 collagen(길이 300
㎚)들이 나노단위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표면에 나노단위의 구조
를 형성하는 것이 골유착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티타늄에 입자분사, 양극산화, NaOH 처리

를 통하여 마이크로구조, 나노구조, 나노구조와 마이크로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구조의 표면을 형성하고, 각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표면의 변화를 관찰 하였으

며, 이런 구조들의 표면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Ti를 연마 후 양극산화 처리 시 양극산화 시간에 따라서 표면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10분간 양극산화한 표면에서는 나노단위의 점(nanodot)과 섬유(nanofiber)의
형태가 생성되었으며,20분간 양극산화한 표면은 포어(nanopore)의 형태를 이루
었다.

110 ㎛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 처리 시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표면변화를 관찰한 결과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분사 시 티타늄 표면에
박혀 있던 잔류물들이 표면에서 제거되며,나노닷(nanodot),나노섬유(nanofiber),
나노포어(nanopore),나노튜브(nanotube)형태로 성장하고,이런 구조들이 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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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양극산화 시간이 1시간에 이르면 균일한 마이크로구조 내에 나노튜브가
생성된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에서도 나노튜

브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나노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일부 표면에서 입자분사
잔류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마 또는 110㎛,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NaOH 처리를 한

경우 특이한 형상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연마 또는 110㎛,250㎛ 알루미나 입자
로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하고 NaOH 처리하면 나노구조의 산화층이 3차원 그물망
형태로 생성되었다.
표면조도를 관찰한 결과 연마한 시편보다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에서 표면조도

값이 증가하였으며,입자분사 시 거친 입자를 사용할수록 표면조도의 값은 증가하
였다(p<0.05).또한 NaOH 처리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접촉각 측정결과 연마 및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에서는 소수성

(hydrophobic)을 나타내는 반면 이 시편을 NaOH 처리하면 친수성(hydrophilic)을
나타내었다.
세포실험 결과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은 초기 세포 부착율이 낮은 반면 세포 증

식은 우수하였지만 이 시편을 NaOH 처리하면 초기 세포 부착율과 세포의 증식이
우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친수성을 가지는 표면은 세포의 부착에 유리하며 나노스케

일의 구조를 가지는 표면은 세포의 증식이 우수하므로,친수성의 나노구조를 가지
는 표면을 임플란트에 이용하면 골유착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되는 말 :티타늄,임플란트,표면처리,입자분사,양극산화,NaOH 처리,
마이크로구조,나노구조,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나노튜브,MG-63,
조골세포,세포 부착,세포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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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노노노---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 복복복합합합 구구구조조조를를를 갖갖갖는는는 TTTiii의의의 표표표면면면 특특특성성성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김김김광광광만만만>>>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황황황 재재재 선선선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배배배경경경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치과용 임플란트란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의 지지와 유지를 얻기 위하여
점막 또는 골막측 하방 및 골 등의 구강 조직에 식립되는 주로 금속 이물 성형재
료의 장치로서,식립된 식립체 위에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철물로 사용한다.
식립 방법에 따라 다양한 임플란트가 있지만 그 중 치내 임플란트,점막하 임플

란트 및 골막하 임플란트는 임상에서 사용 시 장기간 예후가 좋지 못하여 모두
퇴조하였고,현재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 중 직접 골내로 식립하는 골내 임플란트
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으며,골과의 직접적인 접촉면적을 넓히기 위하
여 나사형의 치근형 임플란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치근형 임플란
트는 골 내에서 골유착(osseointegration)반응을 일으키며 골과 결합하게 된다
(Robert 등, 1998).

오늘날 골유착 치과 임플란트의 높은 성공률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가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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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보다 우수한 고정성 보철물의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골유착 반응을 일으키는 치근형 임플란트는 하악은 3～ 4개월,상악은

6개월 동안 골 속에 묻어 둠으로써 골유착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후에 상부 보철
물을 제작하는 술식으로,골유착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환자들은 임시의치
(temporarydenture)나 임시치아(temporarycrown)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최종 보철물 수복 시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임시치아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변색과 같은 비심미적인 이유로 환자에게 불편함과 불만족감을 주
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면처리방법과 디자인을 개선함으로 보다

빠르고,안정적인 골유착을 유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이로 인해 조기하중
(earlyloading)이나 즉시하중(immediateloading)을 가능하게 해준다(Brunski 등, 

2000; Sykaras 등, 2000; Wennerberg와 Albrektsson, 2000).

 임플란트 매식 후 치유형태 중 골유착이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가장 바람직한
치유형태로 인정되고 있지만,골조직과 임플란트의 직접적인 접촉이 임플란트 전
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골조직의 상태 및 임플란트의 종류,표면성상,
표면조도,수술방법의 변화,임플란트의 오염 등 주어진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rektsson등,1986).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골유착을 위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필수적인데,이

러한 초기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플란트의 생체 적합성,임플란트의 디자
인,표면성질,식립부위의 조직상태,수술기술,하중의 유무 등이 있으며 이 6가지
요소 중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간의 적합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초기고정이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Zarb과 Albrektsson,1998). 

  성공적인 골유착을 위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는 임플란트에 대해 연구하였

으며,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은 골유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Steigenga 등, 2003).

  임상에서 장기간 성공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골유착은 디자인 보다는 골조직

과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서 결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주는 표면처리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티타늄은 임플란트 재료로 사용된 이래 30년이 넘는 동안 골유착에 있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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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친화적이며 높은 성공률을 보여 왔다(Adell 등, 1990). 하지만 골량과 골질이
불량한 경우에서 임플란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키거
나 표면적을 넓히는 형태의 다양한 표면처리법이 소개되어 왔다.또한 이렇게 표
면 처리된 임플란트는 기계가공된 면(machinedsurface)의 임플란트에 비해 임플
란트 식립 후 골유착의 질과 양이 우수하며 따라서 더 빠른 시기에 하중을 가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임플란트 표면의 성질이 골유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Albrektsson 등, 1981).

임플란트의 표면처리법은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함으로써 골 조직과의 접촉면적
을 확대하여 생역학적(bio-mechanical)으로 골과의 결합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화
학적 처리를 통하여 임플란트의 표면인 티타늄과 골조직이 생화학적
(bio-chemical)으로 결합하여 골과의 결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Bagno와 

Bello, 2004). 임플란트의 표면을 마이크로 단위로 거칠게 형성하면 골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여 골유착능이 향상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bron 등, 

2001). 또한 이런 마이크로 단위의 거칠기를 가지는 임플란트 표면에서는 기계가
공된 표면보다 조골세포의 증식이 더욱 활성화되며 동물실험의 결과를 보면 거친
표면의 임플란트는 매끈한 표면의 임플란트보다 골과 임플란트의 접촉이 더 많이
일어나고,제거할 때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Deligianni 등, 2001; D'Lima 등, 

1998).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의 증가는 대부분 마이크로구조를 변경시킨 것이고 나노
단위에서의 관찰은 극히 제한적이었다.최근에는 나노구조를 가진 표면에서 골세
포의 부착과 증식이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나노단위의 표면처리법에 관심
을 갖기 시작하였다(Zhu 등, 2004; Webster와 Ejiofor, 2004). 또한 임플란트의
표면과 결합을 하는 골조직(hydroxyapatite결정 :길이 20～ 80㎚,두께 4～ 6
㎚)및 collagen(길이 300㎚)들이 나노단위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
트 표면에 나노단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골유착에 유리하다고 보고되며 이러
한 표면처리법이 더욱 더 효과적인 표면처리법으로 대두되고 있다(Chun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생체친화성이 우수한 티타늄에 입자분사(grit-blasting), 양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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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anodizing), NaOH 처리와 같은 표면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구조 및 나노구

조와 마이크로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구조를 형성하고, 각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며, 표면조도, 접촉각, 조골세포의 부착 및 증식 실험을 

통하여 표면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골유착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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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가가가...티티티타타타늄늄늄(((TTTiiitttaaannniiiuuummm)))

인공관절이나 뼈를 대체하는데 있어서 생체재료의 물성은 기존의 조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 활동성이나 내구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Table1).티타늄은 가볍고 견고하면서 내식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티
타늄의 비중은 4.54g/㎤ 로서 알루미늄(2.71g/㎤)에 비해서는 1.6배 무겁고,철
(7.87g/㎤)에 비해서는 60% 정도 가벼우며,일반적으로 경금속으로 분류되는 금
속이다.순 티타늄의 융점은 1688℃로 철(1536℃)보다 높고,열팽창계수,열전도
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비열은 오스테나이트(austenite)계 스테인리스강과
거의 비슷한데,철강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열용량이 작아서 가열되기 쉽고,또
한 냉각도 잘 된다.열전도도(15W/mK)및 전기저항(565×10-9Ωm)은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거의 같으며 투자율은 0.1로 비자성이다.열팽창계수는 8.4
×10-6 K-1로 탄소강의 약 2/3이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1/2정도이다.
또한 금속재료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탄성계수(약 110㎬)및 전단계수(약 44㎬)
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1/2정도이다. 그러나
Poisson비는 0.33으로 일반 금속과 비슷하다(Helsen과 Jȕrgen, 1998).

교합압에 의한 반복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피로 균열 전파속
도가 낮은 것이 요구되는데,티타늄과 그 합금은 다른 생체재료에 비하여 피로균
열 전파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Steinemann, 1998).

이러한 티타늄의 특성은 티타늄의 구조 및 성분원소의 함량에 크게 좌우되는데
순수 티타늄의 경우 산소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산소의 함량이 높
을수록 즉 gradeⅠ에서 gradeⅣ로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고 연성
및 순도는 낮아진다(Helsen과 Jȕrgen, 1998)(Table2,3).
티타늄에 존재하는 두 개의 동소체는 조밀 육방정(hcp)의 α상과 체심 입방정

(bcc)의 β상으로서 상온에서 833℃까지는 α상이 안정하고 833℃ 이상의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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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β상이 안정하다(Matthew와 Donachie, 1982).

Table1.Elasticmodulusofdifferentbiomaterials(Helsen과 Jȕrgen, 1998)

Biomaterials Elasticmodulus(㎬)
Bone 10～30

316Lstainlesssteel 205
CastCo-Cr-Mo 200

WroughtCo-Cr-W-Ni 230
cptitanium 100
Ti-6Al-4V 100～110
Ti-Nb-Zr-Ta 55～66
UHMWPE 0.5

PMMA bonecement 2～3
Zirconia(ZrO2) 200
Alumina(Al2O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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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Chemicalcomposition(wt%)ofcptitanium andtitanium alloys
(Helsen과 Jȕrgen, 1998)

Table3.Mechanicalpropertiesofcptitanium andtitanium alloys
(Helsen과 Jȕrgen, 1998)

N

(max.)

C

(max.)

H

(max.)

O

(max.)

Fe

(max.)

Al V Ti

cp 

titanium

Grade 1 0.03 0.10 0.015 0.18 0.20 - - bal.

Grade 2 0.03 0.10 0.015 0.25 0.30 - - bal.

Grade 3 0.05 0.10 0.015 0.35 0.30 - - bal.

Grade 4 0.05 0.10 0.015 0.40 0.50 - - bal.

Ti-6Al-4V ELI 0.05 0.08 0.012 0.13 0.25 5.5~6.5 3.5~4.5 bal.

Yield 

Strength

(㎫) min.

Tensile 

Strength

(㎫) min.

Elongation 

at fracture

(%) min.

Reduction 

in area

(%) min.

Standard

cp 

titanium

Grade 1 170 240 24 30

ASTM

F67

Grade 2 275 345 20 30

Grade 3 380 450 18 30

Grade 4 485 550 15 25

Ti-6Al-4V ELI 795 860 10 25
ASTM

F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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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티티티타타타늄늄늄 산산산화화화막막막

대부분의 금속은 대기에 노출되면 대기 중 기체와 반응하여 금속 표면에 산화
막을 형성한다.이론적으로 TiO,TiO2,Ti2O3,Ti3O5등과 같이 다양한 산화물 형
태로 존재하며 이 중에서 TiO2가 가장 안정하므로 생리적 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된다.이 산화물은 티타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1/1000초 내에 10Å 두께의
산화막이 저절로 형성되고 1분 내에 이 산화막은 100Å 두께가 된다.이론적으로
보면 이 산화막은 생리적인 상태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티타늄 합금에 포함된
티타늄의 농도가 85～ 95% 정도가 되어야 순 티타늄과 같은 부동태를 유지할 수
있다.
TiO2는 비정질(amorphous)상태와 온도변화에 따라 anatase,rutile,brookite와

같은 세 가지의 다른 결정상인 동질이상(polymorphism)으로 존재한다.이들은 모
두 같은 화학식을 지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특히 anatase는 915
℃ 이상의 온도에서 모두 rutile로 전환된다(Table4,Fig.1,Diebold, 2003).

임플란트가 골내에서 치유될 때 티타늄 산화막이 생분자를 유도하고 결합하여
당단백질층에 둘러싸이게 되어 치유를 촉진하게 된다.또한 산화막에서는 이온이
발생하여 금속으로부터 외부로 확산되거나,생체 내에서는 생체환경으로부터 산화
막으로 이온이 들어온다.그러므로 체내에서 형성된 산화막은 공기에서 형성된 산
화막과는 다를 수도 있다(Kasemo와 Lausmaa, 1988).

임플란트가 산화되고 생리적 환경 하에서 산화막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 금속은
부동태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티타늄처럼 생리적 환경하에서 부동태화 되는
금속은 극소수이다.티타늄과 티타늄합금은 표면에서 TiO2를 형성하여 쉽게 부동
태화되며 부식 저항성이 증가 된다.그러므로 임플란트 매식 시 흔히 발생하는 표
면 흠집은 저절로 쉽게 회복된다.또한 공기 중에서 형성된 산화막을 가진 티타늄
이 생체 내에 매식되면 TiO2의 용해성은 매우 낮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속 표면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조직내에 티타늄이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체 조직 내의 정상적인 티타늄양은 50ppm이다.임플란트가 있는 연조직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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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티타늄양은 보통 100～ 300ppm 정도이다.이 정도의 양은 가끔 주위조직의
변색을 유발하지만 이 정도의 용해속도는 부동태화된 임플란트용 금속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속이며 인체에서 견딜만한 정도이다(Wennerberg등,2004).

Table4.Crystallographicparametersoftitanium dioxide(Diebold, 2003)

(a) (b) (c)
Fig.1.Crystalstructureoftitanium dioxide.
(a)anatase,(b)rutile,(c)brookite.

Name Anatase Rutile Brookite

System Tetragonal Tetragonal Orthorhombic

Lattice
constant

a(Å) 3.784 4.593 9.174

b(Å) 3.784 4.593 5.449

c(Å) 9.515 2.959 5.138

Unit cell volume (Å3) 136.3 62.42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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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골골골유유유착착착(((OOOsssssseeeoooiiinnnttteeegggrrraaatttiiiooonnn)))

임플란트가 골에 매식되었을때 골과 결합하는 양상은 섬유성 유착(fibrous
integration)과 골유착(osseointegration)으로 요약된다.
섬유성 유착은 고정체와 골사이에 건강한 densecollagenoustissue가 존재하는

형태의 결합으로 정의되며,blade임플란트에서 주로 발견된다(Linkow 등, 1995).

골유착은 1985년 Branemark이 주장한 학설로 광학적 현미경 하에서 살아있는
골과 하중을 전달하는 골내 고정체 계면 간의 직접적인 구조적,기능적 결합을 말
한다.보철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임플란트 고정체의 직접적인 골
고정으로 교합력을 직접 골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골유착은 adaptiveosseointegration과 biointegration으로 나누어 정의된

다.Adaptiveosseointegration은 광학현미경 하에서 명백하게 보이는 연조직의 게
재 없이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직이 근접되어 있는 상태이고,biointegration은
ultrastructuralfinding에서도 HA(hydroxyapatite)가 피복된 임플란트 표면과 골조
직이 생화학적으로 직접 부착된 상태로 정의하였다(Meffert등,1987).
골과 임플란트 계면에서의 초기반응은 혈액,세포 및 vasoactiveamine의 방출

과 fibrinclot형성,대식세포에 의한 괴사 조직 제거,그리고 입자화된 조직에 의
한 혈종(hematoma)의 조직화와 대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이것은 다시 섬유성
유합조직(fibrouscallus)에 의하여 초기 가골 조직 또는 유골 조직으로 대체된다
(Branemark,1983,Schenk와 Buser,1998,Scortecci,2001)(Fig.2).
임플란트 골유착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중요요소로 (1)임플란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2)임플란트 디자인,(3)임플란트 표면,(4)수술부위 골의 상태,(5)외과
적 술식,(6)하중조건 등이 있다고 보고된다(Albrektsson등,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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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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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tagesofosseointegration(Scortecci,2001).
라라라...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

골조직에 티타늄을 생역학적(bio-mechanical),생화학적(bio-chemical)으로 결합
시키기 위해 티타늄의 표면구조,표면조도,표면성분과 생물학적 활성(bioactivity)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품화
되고 있다(Robert, 2003; Liu 등, 2004)(Fig.3,Table5).

(((111)))기기기계계계가가가공공공(((MMMaaaccchhhiiinnneeedddsssuuurrrfffaaaccceee)))

Titanium rod를 millingmachine에 부착하여 절삭공구로 제작하는데 이때 형성
되는 표면을 machined또는 turnedsurface라고 한다.고배율로 관찰시 규칙적인
구(groove)가 보이며,표면의 거칠기(Sa)는 0.53～ 0.96㎛를 나타낸다.이것은 가
공방법,티타늄의 등급(grade),모양 그리고 절삭공구의 마모정도에 의존한다.표
면은 산소와 결합하여 TiO2산화막을 형성하는데 이 산화막은 골형성에 유리하여
항염증성도 갖는다(Wennerberg와 Albrektsson,1993;Wennerberg등,1998).

(((222)))입입입자자자분분분사사사(((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

티타늄 표면에 다양한 재료(Al2O3,TiO2,Ca3PO4,HA 등)의 입자(25～ 250㎛)
를 분사하여 표면에 요철이 생기게 함으로써 표면적을 증가시킨다.
입자가 표면에 충돌하면 마멸에 의하여 불규칙한 표면이 형성되는데 이 때 표

면조도는 입자크기,분사시간,압력,그리고 분사거리 등에 의존하다.이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Ra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평탄한 Ti표면을
25,75및 250㎛의 알루미나 입자로 분사하였을 때 1.20,1.43,그리고 1,94～
2.20㎛의 Ra의 값을 보였다.표면에 분사되는 입자의 영향으로 표면적이 증가되
며 요철효과로 골과의 결합력이 증가된다.분사입자 재질은 초기에 알루미나
(Al2O3)를 사용하였으나 표면의 알루미나 잔사가 골형성을 방해하므로 TiO2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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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입자분사 처리를 하거나 calcium phosphate와 같은 흡수성 입자(RBM,
resorbableblastingmedia)를 사용하여 표면에 잔류 불순물을 남기지 않고 생체내
로 완전 흡수되어 티타늄과 골 사이에 골유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골세포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며 제거 토크(removaltorquevalue),골 접촉률 등에서 기계가
공된 임플란트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Wennerberg와 Albrektsson,1993;
Wennerberg등,1998).

(((333)))티티티타타타늄늄늄 플플플라라라즈즈즈마마마 스스스프프프레레레이이이(((TTTiiitttaaannniiiuuummm PPPlllaaasssmmmaaaSSSppprrraaayyy:::TTTPPPSSS)))

고온 용융된 플라즈마 분사입자에 의해서 다공성이나 거친 티타늄 표면이 형성
된다.15,000℃ 정도의 고온에서 600m/sec의 속도를 내기 위해 아르곤 플라즈마
를 노즐로 분출하여 부분적으로 용융된 티타늄 입자(0.05～ 0.1㎜)를 금속이나
합금에 분사한다.고체화(융합)후의 플라즈마 분사 표면은 0.04～ 0.05㎜의 두
께를 가지며 1.82～ 2.5㎛의 표면조도(Ra)를 보인다.현미경으로 검사해보면 코
팅은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둥글거나 불규칙한 표면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런
표면은 Hahn과 Palich가 처음 개발하였는데 그들은 동물에 삽입된 티타늄 플라즈
마 분사된 표면속으로 골이 자라 들어온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이 표면은 기계가
공된 면보다 표면적을 6배나 증가시키며,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우수하고,골유
착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하지만 분사된 입자가 임플란트에서 탈락되어 주
변골에 잔존하며 너무 거친 표면에 의해 티타늄이온 누출을 야기하므로 골유착이
다른 거친 표면보다 감소한다고 보고된다(Babbush등,1986).

(((444)))수수수산산산화화화인인인회회회석석석 코코코팅팅팅(((HHHAAA cccoooaaatttiiinnnggg)))

표면에 골조직의 무기질성분과 화학적,결정학적으로 동일한 수산화인회석(HA:
hydroxyapatite)입자인 Ca10(PO4)6(OH)2를 플라즈마 스프레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
하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초기에 골형성이 촉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거칠기는
1.52～ 2.49㎛ 이다.임플란트 식립 후 초기인 1～ 2개월에 골형성 및 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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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 우수하고 결손이 큰 부위에서는 골형성이 촉진된다고 보고된다(Oosterbos 

등, 2002).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수산화인회석의 흡수,파괴,티타늄과 수산화
인회석 코팅층의 분리가 발생하여 골접촉률이 감소하고 주위 골의 흡수가 관찰되
는 등 장기간의 예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ionbeam
assisteddeposition등의 코팅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Park 등, 2005; 

Blind 등, 2005; Ramires 등, 2003).  

(((555)))산산산처처처리리리(((AAAccciiidddEEEtttccchhhiiinnnggg)))

산부식(acidetching)표면처리방법은 산용액으로 티타늄 표면을 산부식 처리하
여 표면의 peak,valley가 현저히 두드러지는 표면 형상을 가지게 하며,입자분사
방식과는 달리 잔사로 인한 골유착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골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적당한 표면조도는 Ra1.3～ 1.7㎛ 정도로 보고된다(Kohles 등, 2004).
이러한 표면 처리방법은 금속 임플란트를 산용액에 침적시키면 표면이 침식되

어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pit를 만들며 산의 종류,농도,시간,그리고 온도가 표면
의 미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이러한 산 처리된 임플란트는 기계 가
공된 임플란트 표면과 비교할 때 제거토크(removaltorque)가 4배 이상 크게 나타
났으며, 임상에서의 36 개월 동안 성공률이 93.7%에 이른다고 보고된다( 
Szmukler-Moncler 등, 2004).

(((666)))이이이중중중산산산처처처리리리(((DDDuuuaaallleeetttccchhhiiinnnggg)))

티타늄을 15% HF(Hydrofluoricacidsolution)에 담궈서 공기 중에서 생성된 산
화막을 제거한다.그리고 H2SO4/HCl을 6:1의 비율로 섞은 후 60～ 80℃의 온도
로 유지한 후 3 ～ 10 분간 표면을 산부식 시킨다.최근에는 H2SO4/HNO3,
HNO3/HF등의 용액을 이용하여 표면을 산처리 시키기도 한다.이러한 부식된 표
면에서 혈액의 섬유소(fibrin)가 잘 유도되도록 산 부식 온도 및 시간을 조절하여
표면조도를 증가시킨다(Beat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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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소소소결결결 코코코팅팅팅(((SSSiiinnnttteeerrreeedddpppooorrreeecccoooaaatttiiinnnggg)))

구형의 세라믹 분말을 전기적인 스파크 또는 소결방법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금속표면에 접착시켜 덩어리를 형성하는 방법이다.이러한 소결 코팅된 표면은
골전도 기능을 가지면서 인접골과 3차원적인 결합을 유도한다 (Deporter와 

Todescan, 2001; Nguyen 등, 2004).

(((888)))글글글로로로 방방방전전전(((GGGlllooowww dddiiisssccchhhaaarrrgggeee)))

낮은 압력(10-1～105㎩)하에서 충분히 높은 전압을 가스 매체(Ar,O2)내에 있
는 두 전극에 걸어 주게 되면,그 매체의 원자 및 분자들은 전기적으로 분해되어
전자 이온쌍을 형성하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이렇게 가스 매체를 통해 흐르는 전
류를 방전 또는 플라즈마라고 한다.변환영역(transitionregion)다음에는 전극들
사이에 발광하는 글로 형태가 형성되고,따라서 이 영역을 글로 방전이라 한다.이
러한 글로방전은 세척 및 생체재료의 표면개질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임플란트 표
면 처리로 사용하게 되면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촉진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Aronsson 등, 1997; Linkow와 Giauque, 1993; Shibata 등, 2002).

(((999)))생생생화화화학학학코코코팅팅팅(((BBBiiioooccchhheeemmmiiicccaaalllcccoooaaatttiiinnnggg)))

티타늄에 세포의 부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기물(organic)coating을 사용하기
도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유기물로는 RGD peptide(Arginine-Glycine-Aspartic
acid),collagen,PEG(Polyethyleneglycol)등을 사용하는데,이러한 유기물들은 세
포의 부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silane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유기물을 티타늄 표면에 코팅하기도 한다
(Schliephake등,2005;Ferris등 1999;Porte-Durrieu등,2004).



- 16 -

(((111000)))이이이온온온주주주입입입법법법(((IIIooonnniiimmmppplllaaannntttaaatttiiiooonnn)))

이온주입법에 의한 막은 증발 물질이 이온화되어 커다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증착되므로 일반 진공 증착에 비하여 100～ 1000배의 강한 부착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후막형성효과가 우수하다.이러한 표면처리방법은 부식저항력이나 마모
저항성과 같은 표면 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임플란트 표면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골조직과 결합이 좋은 칼슘이온이나 수산화인회석을 이용하여 처리한다.이러
한 방법으로 처리 시 우수한 초기 골형성이 촉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Jinno등,
2004).

(((111111)))입입입자자자분분분사사사 후후후 산산산처처처리리리
(((SSSLLLAAA,,,SSSaaannnddd---bbblllaaassstttiiinnngggwwwiiittthhhlllaaarrrgggeeegggrrriiitttaaannndddaaaccciiidddtttrrreeeaaatttmmmeeennnttt)))

티타늄 표면에 250～ 550㎛ 크기의 큰 크기의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입
자분사 처리하여 표면에 거대 거칠기(macro-roughness)를 형성하고 125～ 130
℃의 HCl/H2SO4가 혼합된 산용액에서 5분간 산처리함으로 거대거칠기 표면 위에
미세 거칠기(micro-roughness)를 시행한 표면이다.이러한 표면은 신생골의 혈관
분포가 임플란트 표면주위에 잘 형성되어 골재생을 도와준다고 보고된다
(Steinemann,2002,Zinger 등, 2005; Buser 등, 2004; Massaro 등, 2002;  

Szmukler-Moncler, 2004).

(((111222)))산산산화화화(((OOOxxxiiidddaaatttiiiooonnn)))

티타늄 표면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티타늄 산화막을 인위적으로 성장시키는 방
법으로 열산화(thermaloxidation),양극산화(anodicoxidation)등을 이용한다.열
산화는 공기 환경이나 순수 산소 환경에서 600～ 800℃의 온도로 약 1～ 2시
간 가열하여 산화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양극산화법은 산화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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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티타늄을 양극으로,백금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액 중에서 전기를 통하면 양극
의 티타늄 표면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표면에 산화막이 증가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낮은 전압에서는 barrier층이 형성되었다가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파괴
(Dielectricbreakdown)에 의해 방전을 일으키며 다공성 산화막이 형성된다.이러
한 양극산화법에 의해 생성된 산화막의 결정구조는 anatase구조를 주로 보여준
다.이렇게 생긴 산화막은 초기 골형성을 촉진하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골접촉
률이 증가한다.또한 조골세포의 부착과 기능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부착이 양극산
화 표면에서 증가되므로 우수한 골재생을 얻을 수 있다(Sul 등, 2001; Sul 등,  

2002; Sul 등, 2005; Huang 등, 2004; Li 등, 2004; Zhu 등, 2002).

(((111333)))불불불소소소이이이온온온 처처처리리리(((FFFllluuuooorrriiidddeeetttrrreeeaaatttmmmeeennnttt)))

티타늄 표면에 HF를 이용해서 산처리 하거나 플로오르(fluoride)이온을 표면에
증가시키면 골조직의 생성이 증가한다.또한 플로오르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표면
에서 조골세포의 증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런 플로오르 이온으로 인한
골조직의 생성이 증가 하는 메카니즘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플로오
르 이온이 조골세포의 부착을 촉진할 수 있는 단백질 부착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조골세포의 부착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하여 calcium phosphate가 침착되어 골조
직의 생성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Ellingsen등,2004;Damen등,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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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Fig.3.Variousimplantsurfacetreatment.
(a)Machinedsurface,(b)Blastedsurface,(c)Acidetchedsurface,
(d)SLA treatedsurface,(e)HA coatedsurface,(f)RBM treatedsurface,
(g)TPScoatedsurface,(h)Tisinteredsurface,and(i)Anodized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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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Overview ofsurfacemodificationmethodsfortitanium anditsalloys 
(Liu 등, 2004)

Surfacemodificationmethods Modifiedlayer

Mechanical
methods

Machining

Roughorsmoothsurfaceformedby
subtractionprocess

Grinding
Polishing
Blasting

Chemical
methods

Chemical
treatment

Acidictreatment <10㎚ ofsurfaceoxidelayer
Alkaline
treatment ～ 1㎛ ofsodium titanategel

Hydrogen
peroxide
treatment

～ 5㎚ ofdenseinneroxideandporous
outerlayer

Sol-Gel ～10㎛ ofthinfilm,suchascalcium
phosphate,TiO2andsilica

Anodicoxidation ～10㎚ to40㎛ ofTiO2layer,adsorptionandincorporationofelectrolyteanions

CVD ～1㎛ ofTiN,TiC,TiCN,diamondand
diamond-likecarbonthinfilm

Biochemicalmethods
Modificationthroughsilianziedtitania,
photochemistry,self-assembledmonolayers,
protein-resistance,etc.

Physical
methods

Thermalspray

Flamespray
～30to～200㎛ ofcoating,suchas
titanium,HA,Calcium silicate,Al2O3,ZrO2,TiO2

Plasmaspray
HVOF
DGUN

PVD
Evaporation

～1㎛ ofTiN,TiC,TiCN,diamondand
diamond-likecarbonthinfilmIonplating

Sputtering
Ionimplantation
anddeposition

Beam-lineion
implantation

～10㎚ ofsurfacemodifiedlayerand/or
～㎛ ofthinfilm

Glow dischargeplasmatreatment ～1㎚ to～100㎚ ofsurface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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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재재재료료료

가가가...티티티타타타늄늄늄

상용 순수 티타늄(ASTM F67,gradeⅢ)을 미국의 Dynamet사로부터 구입하였
으며 시편을 10×10×1㎣ 크기로 절삭하여 제작하였다.

나나나...알알알루루루미미미나나나 입입입자자자(((AAAlll222OOO333gggrrriiittt)))

본 실험의 표면처리 방법 중 하나인 입자분사법을 위하여 각기 다른 크기를 가
지는 110㎛ 알루미나 입자와 250㎛ 알루미나 입자(Cobra,Renfert,Germany)를
사용하였다.

다다다...전전전해해해액액액

본 실험의 표면처리방법 중 전해액으로 HF(Hydrofluoricacid,Duksan pure
chemicalCo.Ltd.Korea)를 이용하여 양극산화 처리를 행하였다.양극산화 시
0.5wt% HF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라라라...MMMGGG---666333유유유사사사골골골모모모세세세포포포

MG-63 유사골모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여 배양하였다(KCLB No.
21427).MG-63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FBS,Gibco,USA),1%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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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cillin-streptomycin(Gibco, USA)이 첨가된 Dubeco Eagle's minimum
essentialmedium(DMEM,Gibco,USA)을 배지로 사용하여 37℃,5% CO2,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VS-9180MS,VisionScientificCo.,Korea)내에서
배양하였다.3일마다 새 배지로 교환하면서 세포가 들어차면 계대배양을 실시하
여 충분한 수의 세포를 증식시켰다.

222...연연연구구구 기기기기기기

가가가...표표표면면면연연연마마마기기기(((PPPooollliiissshhheeerrr)))

티타늄 시편의 균일한 면을 얻기 위하여 polisher(ECOMET Ⅲ GRINDER,
BUEHLER,Illinois,USA)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나나나...입입입자자자분분분사사사기기기(((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mmmaaaccchhhiiinnneee)))

표면처리를 위하여 입자분사기(BasicClassic,Renfert,Germany,Fig.4)를 이용
하여 표면처리를 행하였다.사용된 입자는 110㎛,250㎛ 크기를 가지는 알루미나
를 이용하였으며 입자분사기 tip의 직경은 2㎜ 를 사용하였다.

다다다...직직직류류류전전전원원원 공공공급급급장장장치치치(((DDDCCCPPPooowwweeerrrsssuuupppppplllyyy)))

표면처리를 위하여 직류전원 공급장치(Genesys 600-2.6, Densi-Lambda,
Japan,Fig.5)를 이용하여 양극산화 처리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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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Grit-blastingmachine(BasicClassic,Renfert,Germany).

Fig.5.DCpowersupply(Genesys600-2.6,Densi-Lambda,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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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가가...시시시편편편제제제작작작

(((111)))연연연마마마(((PPPooollliiissshhhiiinnnggg)))

티타늄 시편을 구리 도선에 납땜한 후 레진(Polycoat,Aekyung Chemical,
Seoul, Korea)에 포매하였고, 티타늄 시편의 균일한 면을 얻기 위해서
표면연마기,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지(SiC paper)를 이용하여 노출된 금속면을 순
차적으로(#100,#400,#600,#1000,#1200,#2000)연마하였다(P).연마한 시편의 표
면을 세정하기 위해 초음파세척기로 증류수에 10분간 세척 후 air-spray(DR-88,
중외휴먼텍,Seoul,Korea)를 이용하여 표면에 물기를 제거한 후 50℃ 진공 건조
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222)))입입입자자자분분분사사사(((GGGrrriiittt---bbblllaaassstttiiinnnggg,,,mmmiiicccrrrooo---ssstttrrruuuccctttuuurrreee형형형성성성)))

표면에 마이크로 단위의 거칠기를 재현하기 위하여 입자분사기(Fig.4)를 이용
하여 연마한 시편(P)에 표면처리를 행하였다.사용된 입자는 110㎛(B1),250㎛
(B2)크기를 가지는 알루미나를 이용하였다.균일한 입자분사를 위하여 시편에서
부터 tip사이의 거리를 10㎜로 유지한 후 4bar의 압력으로 시편 당 20초씩 전
체적으로 고르게 입자분사 처리를 행하였다.연마한 시편의 표면을 세정하기 위해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증류수에 10분간 세척 후,air-spray로 표면에 물기를
제거한 후 50℃ 진공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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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양양양극극극산산산화화화(((AAAnnnooodddiiizzziiinnnggg,,,nnnaaannnooo---ssstttrrruuuccctttuuurrreee형형형성성성)))

23℃ 실온에서 연마(P),입자분사(B1,B2)처리된 시편에 0.5wt% 불산 수용액
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였으며,20V 하에서 연마한 시편은 20분(PA),입자분사 한
시편은 한 시간 동안 양극산화 처리를 시행하였다(B1A,B2A).시험에 사용된 전
해조는 불산의 영향을 막기 위해 테프론(teflon)을 이용하였다.양극에는 시편을
연결하고 음극에는 백금박(20×20×0.3㎣)을 납땜하고 레진에 포매 후 사용하
였다.이때 두 시편간 거리는 20㎜로 일정하게 유지한 후 시행하였으며 양극산화
과정 중 stirrer를 이용하여 전해액을 계속 교반하였다(Fig.6).
양극산화 처리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증류수에서 10분간 세척 하고

air-spray를 이용하여 표면에 수분을 제거한 후 50℃ 진공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켰다.

Fig.6.Theschematicillustrationsofapparatusforanodic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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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CCChhheeemmmiiicccaaallltttrrreeeaaatttmmmeeennnttt(((NNNaaaOOOHHH 처처처리리리)))

연마(P),입자분사(B1,B2),양극산화(PA,B1A,B2A)처리된 시편을 5M
NaOH 용액에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침적시켰다(PC,B1C,B2C,PAC,B1AC,
B2AC).표면처리가 끝난 시편은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여 증류수에서 30분간 세
정하였다.세정이 끝난 시편은 air-spray를 이용하여 표면에 수분을 제거한 후 50
℃ 진공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555)))시시시험험험군군군

각각의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Table6,Fig.7과 같이 실험군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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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Experimentalgroupsaccordingtosurfacetreatment

Type Code Methods

Polishing

P  Just Polishing 

PA  Polishing + Anodizing

PC Polishing + NaOH Treatment

PAC  Polishing + Anodizing +NaOH Treatment

Blasting

Al2O3
110 ㎛

B1  Blasting

B1A Blasting + Anodizing

B1C Blasting + NaOH Treatment

B1AC Blasting + Anodizing +NaOH Treatment

Al2O3
250 ㎛

B2  Blasting

B2A Blasting + Anodizing

B2C Blasting + NaOH Treatment

B2AC Blasting + Anodizing + NaOH Treatment



- 27 -

Polishing
SiC Paper #100 ~ #2000

Anodizing
20 V, 20 min, 0.5 wt% HF

Nanotube surface

NaOH Treatment
5M NaOH, 1h soaking

PA PAC PCP

(a)

Polishing
SiC Paper #100 ~ #2000

Anodizing
20 V, 1 hour, 0.5 wt% HF

B1 B1A B1AC B1C

Hybrid surface (110110110110 ㎛㎛㎛㎛))))

Micro and nanotube surface

NaOH Treatment
5M NaOH, 1h soaking

Grit-blasting
4bar, Al2O3 110 ㎛㎛㎛㎛

(b)

Polishing
SiC Paper #100 ~ #2000

Anodizing
20 V, 1 hour, 0.5 wt% HF

B2 B2A B2AC B2C

Hybrid surface (250(250(250(250 ㎛㎛㎛㎛))))

Micro and nanotube surface

NaOH Treatment
5M NaOH, 1h soaking

Grit-blasting
4bar, Al2O3 250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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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Theschematicdiagram ofexperimentaldesign.

나나나...SSSEEEMMM 관관관찰찰찰

(((111)))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구구구조조조 및및및 나나나노노노구구구조조조의의의 관관관찰찰찰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티타늄 표면에 생성된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SEM,S-800,Hitachi,Japan)으로 관
찰하였으며,나노구조의 크기를 영상분석기(ImageProPlus,MediaCybermetics,
Inc.,SilverSpring,MD.,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나노구조의 크기는 각
표면처리군 당 3개의 시편에서 찍은 SEM 사진을 이용하여 각 사진 당 5개의 지
점에서 측정하였다.

(((222)))양양양극극극산산산화화화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구구구조조조 및및및 나나나노노노구구구조조조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연마 후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인 PA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을 10분,20분으로
달리하고 110 ㎛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후 양극산화 처리한 B1A 시
편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을 5분,10분,15분,30분,1시간으로 달리하여 양극산
화 시간에 따른 표면 변화를 관찰하였다.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를 각각 관찰하
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저배율과 고배율에서 관찰하였다.

다다다...표표표면면면조조조도도도

표면조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표면조도기(Surfcorder SEF-30D,Kosaka
LaboratoryLtd.,Toyko,Japan)로 drivespeed는 0.1㎜/s,측정 길이는 2.5㎜를
측정하였다.각 군당 4개의 시편을 사용하였으며,한 시편 당 5회씩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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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접접접촉촉촉각각각

표면 처리된 시편들의 젖음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
다.각 군당 5개의 시편을 준비하여 실험하였다.모든 시편은 50℃ 온도의 건
조기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접촉각을 측정하였다.접촉각은 sessile
drop방법을 이용하였으며,각 군간 접촉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증류수 약 3㎕
를 시편에 떨어뜨리고,접촉각측정기(Kruss G10 - System,Kruss Company,
Hamburg,Germany)로 5초 후에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마마마...MMMGGG---666333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부부부착착착도도도 관관관찰찰찰

MG-63유사골모세포의 부착과 증식을 위해 모든 시편을 EO gas멸균 처리하
였다.배양한 MG-63세포를 시편당 1×104개/㎖의 세포 현탁액을 1㎖씩 분주
하고 37℃,5% CO2배양기에서 3시간,1일,3일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를 고정하기 위해 0.1M PBS(PhosphateBufferSolution)완충액(PH 7.4)

으로 조정한 Karnovsky고정액(2% Glutaraldehyde,2% paraformaldehyde,0.5%
CaCl2)으로 12시간 고정한 후 여분의 1차 고정액을 0.1M PBS로 30분씩 2회
수세(washing)를 하였다.지질의 성분을 보호해 주면서 시료를 안정화(경화)시키
기 위하여 1% OsO4(osmium tetroxide)로 1시간 동안 고정하고 OsO4와 alcohol
이 직접 만나면 시료내외에 검은 염색성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0.1M PBS
로 다시 10분간 수세 하였다.
수세과정 후 세포를 탈수시키기 위하여 저 농도 알코올부터 무수알코올

(absolutealcohol)까지(50%,60%,70%,80%,90%,95%,100%)탈수과정을 거쳤
다.CPD(Criticalpointdryer,HCP-2Hitachi,Japan)에서 임계점 건조를 한 다음
시료의 전도성을 높이고 2차 전자를 많이 발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on
Coater(EikoIB-3,Japan)를 이용하여 300Å 두께로 코팅을 하였다.코팅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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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주사전자현미경(FE-SEM,S-800,Hitachi,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바바바...MMMGGG---666333세세세포포포의의의 증증증식식식

MG-63유사골모세포의 증식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군당 3개의 시편을 EOgas
멸균 처리하였다.MG-63세포를 시편 당 1×104개/㎖의 세포 현탁액을 1㎖씩
분주하고 37℃,5% CO2배양기에서 3시간,1일,3일 동안 배양하였다.
각각의 배양이 끝나는 시점에 PBS(phosphate-bufferedsaline)에 녹인 MTT 용

(PBS1㎖/MTT 5㎎)0.2㎖을 각 well에 넣고 다시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새
로운 24-well에 시편을 옮기고,여기에 dimethylsulfoxide(DMSO)0.2 ㎖를 각
well에 넣고 결정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잘 흔든 후에 각 well에서 반응한 용액을
96-well로 옮긴다.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파장에서 각 시편에서 흡광
도(OD:opticaldensity)를 측정하여 시편의 표면처리에 따른 세포의 증식을 비교
하여 평가하였다.

사사사...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상용 순수 Ti의 여러 가지 표면처리방법에 따른 접촉각 및 표면조도의 변화
량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수행하였다.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였다.각 표면 처리된 시료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One
way ANOVA로 통계처리 하였다.각 군 간의 유의성은 사후분석으로 Tukey
multiplerange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모든 분석은 95% 신뢰수준에서 시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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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SSSEEEMMM 관관관찰찰찰

가가가...표표표면면면처처처리리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구구구조조조 및및및 나나나노노노구구구조조조의의의 관관관찰찰찰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의 표면(B1,B2)은 연마한 시편의 표면(P)보다 더 거칠게
나타났으며,입자를 달리하여 입자분사 처리한 결과 250㎛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
하여 처리한 시편(B2)은 110㎛ 알루미나 입자를 이용하여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
(B1)보다 더 거친 형상을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8).
연마 후 양극산화 처리한 PA 시편의 표면에서 티타늄 산화막이 나노구조를 이

루며 생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러한 나노구조는 나노 포어(nanopore)형
태를 이루고 있었다.크기는 외경(externaldiameter)은 140.6± 12.1㎚,내경
(internaldiameter)은 76.6±11.4㎚의 크기를 이루고 있으며,포어를 이루고 있는
띠(wallthickness)의 두께는 65.1±14.9㎚이었다(Fig.9(a),Fig.12).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 처리한 B1A시편에서는 저

배율에서 마이크로구조의 거친 면을 지니고,고배율에서는 나노구조가 생성된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때 생성된 나노구조는 나노포어들이 성장한 나노 튜브 형
태를 이루고 있었다.나노튜브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 외경(externaldiameter)은
138.4±11.3㎚,내경(internaldiameter)은 79.7±8.9㎚ 크기를 이루고 있는 것
을 관찰 할 수 있었다.튜브를 이루고 있는 띠(thickness)의 두께는 46.9±8.4㎚
이었다(Fig.9(b),Fig.12).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 처리한 B2A 시편에서도

B1A,PA에서와 같이 나노구조를 가지는 나노튜브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나
노구조의 크기는 외경은 145.6±15.9㎚,내경은 66.4±9.2㎚ 크기를 이루고 있
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튜브를 이루고 있는 띠(thickness)의 두께는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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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었다(Fig.12).반면 저배율에서 관찰시 알루미나 입자와 같은 잔류물들이
표면에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9(c)).
연마 또는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NaOH 처리를 한 시편

(PC,B1C)에서는 NaOH 처리하지 않은 시편(P,B1)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
다(Fig.10).하지만 연마 후 양극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PAC시편을 관찰한
결과 표면에는 나노스케일의 산화막이 3차원의 그물망 형태로 생성되었다(Fig.
11).또한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B1AC시편의 표면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 마이크로구조는 여전히 존재하고,표면에
는 나노스케일의 산화막이 3차원의 그물망 형태로 생성되었으며 이때 생성된 산
화막은 약 60～ 65㎚ 크기를 이루고 있었다(Fi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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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SEM micrographs showing micro-structure using polishing and
grit-blastingonTi.(a)polishing(P),(b)blastingwith110㎛ Al2O3 grit(B1),
(c)blastingwith250㎛ Al2O3grit(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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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9.SEM micrographsshowingmicro-structureandnano-structureofthe
samplesanodizedin0.5wt% HF solutionfor20minafterpolishing,for60
minafterblastingwith110㎛ and250㎛ Al2O3,(a)PA,(b)B1A,(c)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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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0.SEM micrographsshowingmicro-structureofthesamplessoakedin5
M NaOH solutionafterpolishing orblasting with110㎛ Al2O3 and250㎛
Al2O3,(a)PC,(b)B1C,(c)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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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1.SEM micrographsshowingnano-structureofthesamplesanodizedin
0.5wt% HF solution afterpolishing orblasting with 110㎛ Al2O3,250㎛
Al2O3andthensoakingin5M NaOH solution,(a)PAC,(b)B1AC,(c)B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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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cccc

Fig.12.Schematicdiagram ofnano-structure.
a:Externaldiameter(㎚),b:Internaldiameter(㎚),c:Wallthickness(㎚).

Table7.Sizeofnano-structure(㎚)

Code a b c
PA 140.6±12.1 76.6±11.4 65.1±14.9
B1A 138.4±11.3 79.7±8.9 46.9±8.4
B2A 145.6±15.9 66.4±9.2 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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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양양양극극극산산산화화화 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마마마이이이크크크로로로구구구조조조 및및및 나나나노노노구구구조조조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시간에 따라서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PA 시편의 양극산화 처리 시 양
극산화 시간을 달리하여 관찰한 결과 10분간 양극산화 처리 시 표면에 나노단위
의 점(nanodot)과 섬유(nanofiber)의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0분간 처리 시에는 포어(nanopore)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
다(Fig.13).

110 ㎛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B1A 시편에서 양극산화 시간에 따른
표면변화 관찰한 결과 저배율(×1000)에서는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분사
시 티타늄 표면에 박혀 있던 잔류물들이 표면에서 제거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나노 단위의 산화막 성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배율에서 관찰한 결과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나노닷(nanodot),나노섬유(nanofiber),나노포어(nanopore),나
노튜브(nanotube)형태로 성장하는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표면에 이러한 구
조들이 혼재해 있다가 양극산화 시간이 1시간에 이르면 마이크로구조 내에 균일
한 나노튜브를 갖는 표면 형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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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13.SEM micrographsshowingnano-structureofthesamplesanodizedin
0.5wt% HFsolutionfordifferenttimes[(a)10min,(b)20min]after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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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14.SEM micrographsshowingnano-structureofthesamplesanodizedin
0.5wt% HFsolutionfordifferenttimes[(a)justgrit-blasting,(b)5min,(c)10
min,(d)15min,(e)30min,(f)1hour]aftergrit-blasting(highermagnification
x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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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5.SEM micrographsshowingmicro-structureofthesmaplesanodizedin
0.5wt% HFsolutionfordifferenttimes[(a)justgrit-blasting,(b)10min.(c)1
hour]aftergrit-blasting(lowermagnificationx1,000).



- 42 -

222...표표표면면면조조조도도도

표면처리 방법에 따른 표면조도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Table8,Fig.16과 같았
다.연마한 시편(P)에 NaOH 처리(PC),양극산화 처리(PA),양극산화 후 NaOH
처리(PAC)한 각 시편들의 표면조도 차이는 유의차가 없었다.110㎛ 알루미나 입
자로 입자분사한 시편(B1)은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
한 시편(B1A)보다 표면조도 값이 유의차 있게 크게 나타났으며(P<0.05),NaOH
처리유무인 B1과 B1C,B1A와 B1AC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P>0.05).250㎛ 알
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한 시편(B2)에서는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한 시편(B2A)보다 표면조도 값이 유의차 있게 크게 나타났으며
(P<0.05),NaOH 처리 유무인 B2와 B2C,B2A와 B2AC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P>0.05).
각 군단 표면 조도를 관찰한 결과 연마한 시편(P)보다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

(B1,B2)에서 표면조도의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입자분사 처리 한 시편에서도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의 표면조도가 110㎛ 알루미나 입
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의 표면조도보다 크게 나타났다(P<0.05).즉 알루미나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면조도 값이 증가하였다.
즉 NaOH 처리는 표면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조도 값인 Ra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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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Surfaceroughness(Ra)ofsurfacetreatedspecimens

A,B :Statisticalgrouping ofsurface roughness between surface treatment
methodsineachtype(P=0.05).

a,b,c :Statisticalgrouping of surface roughness between types in each
surfacetreatmentmethod(P=0.05).

Type Surfacetreatmentmethod Code mean ± S.D

Polishing

- P 0.06 ± 0.05 Aa

NaOH treatment PC 0.05 ± 0.02 
Aa

Anodizing PA 0.08 ± 0.10 
Aa

Anodizing +NaOH treatment PAC 0.08 ± 0.04 
Aa

Grit-blasting
(110㎛ Al2O3)

- B1 1.32 ± 0.24 
Ab

NaOH treatment B1C 1.29 ± 0.23 Ab

Anodizing B1A 0.25 ± 0.18 
Ba

Anodizing +NaOH treatment B1AC 0.20 ± 0.10 Ba

Grit-blasting
(250㎛ Al2O3)

- B2 3.44 ± 0.52 
Ac

NaOH treatment B2C 3.47 ± 0.48 
Ac

Anodizing B2A 0.60 ± 0.24 Bb

Anodizing +NaOH treatment B2AC 0.62 ± 0.28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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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Surface roughness ofsurfacetreated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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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접접접촉촉촉각각각

표면처리 후 각 표면의 젖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Table
9,Fig.19와 같다.연마한 시편(P)과 연마한 후 NaOH 처리한 시편(PC)사이에는
유의차가 없었지만(P>0.05),연마한 시편(P)과 연마한 후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
(PA),연마한 시편(P)과 양극산화 후 NaOH 처리한 시편(PAC)에서는 유의차가
있었다(P<0.05).또한 연마한 후 NaOH 처리한 시편(PC)과 연마한 시편을 양극산
화한 후 NaOH 처리한 시편(PAC)사이에서도 유의차가 있었다(P<0.05).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한 시편(B1),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
사 처리 후 NaOH 처리한 시편(B1C),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
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것(B1AC)은 접촉각이 너무 작아서 접촉각 측정 장
치로 측정할 수 없었지만 육안으로 관찰결과 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것(B1AC)이 가장 접촉각이 작았다.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한 시편(B2),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
사 처리 후 NaOH 처리한 시편(B2C),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
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것(B2AC)에서도 접촉각이 너무 작아서 접촉각 측
정 장치로 측정할 수 없었지만 육안으로 관찰결과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
분사 후 양극산화한 시편을 NaOH 처리한 것(B2AC)이 가장 접촉각이 작았다.
연마한 시편(P)과 입자분사 처리 한 시편(B1,B2)에서는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
(B1,B2)에서의 젖음성이 뛰어났으며 입자에 대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PA,B1A,B2A)은 소수성(hydrophobic)의 특성을 나
타내었다.표면에 양극산화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NaOH 처리하면 친수성
(hydrophil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 46 -

Table9.Contactangleofsurfacetreatedspecimens

A,B,C :Statisticalgrouping of contact angle between surface treatment
methodsineachtype(P=0.05).

a,b :Statisticalgrouping ofcontactangle between types in each surface
treatmentmethod(P=0.05).

Type Surfacetreatmentmethod Code mean ± S.D

Polishing

- P 80.2 ± 6.1 
Aa

NaOH treatment PC 73.8 ± 8.7 Aa

Anodizing PA 95.8 ± 6.9 
Ba

Anodizing +NaOH treatment PAC < 10 
Ca

Grit-blasting
(110㎛ Al2O3)

- B1 < 10 Ab

NaOH treatment B1C < 10 
Ab

Anodizing B1A 117.1 ± 3.7 Bb

Anodizing +NaOH treatment B1AC < 10 
Aa

Grit-blasting
(250㎛ Al2O3)

- B2 < 10 
Ab

NaOH treatment B2C < 10 
Ab

Anodizing B2A 115.8 ± 5.8 
Bb

Anodizing +NaOH treatment B2AC < 10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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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Fig.17.OpticalimageofwaterdropletonTiaccordingtodifferentsurface
treatment.
(a)P,(b)PC,(c)PA,(d)PAC,(e)B1,(f)B1C,(g)B1A,(h)B1AC,(i)B2,
(j)B2C,(k)B2A,(l)B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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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MMMGGG---666333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부부부착착착도도도 관관관찰찰찰

MG-63cell의 세포 부착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시편에서 세포가 부착
되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마처리한 군(P,PC,PA,PAC)에서는 모든 시편들에서 세포가 시편들과 긴밀
히 부착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특히 표면에 나노구조를 형성한 PA,
PAC시편에서는 세포의 촉수들인 microvilli와 filopodia들이 나노구조에 부착하며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18).
110㎛,250㎛ 입자분사 처리한 군(B1,B1C,B1A,B1AC,B2,B2C,B2A,
B2AC)에서는 입자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사한 세포의 부착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모든 시편에서 세포가 표면의 마이크로구조를 이루는 곳에서
부착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의 마이크로구조 때문에 세포가 시편들의 표면에 완
전히 부착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촉수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한 촉수들은 나노구조 및 표면의 요철부위에 부착하며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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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18.SEM imagesofosteoblastonTispecimens(P,PC,PA,PAC).
(a)P:3hours,(b)P:1day,(c)P:3days,(d)PC:3hours
(e)PC:1day,(f)PC:3days,(g)PA :3hours,(h)PA :1day
(i)PA :3days,(j)PAC:3hours,(k)PAC:1day,(l)PAC:3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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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k) (l)

Fig.18.(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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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19.SEM imagesofosteoblastonTispecimens(B1,B1C,B1A,B1AC).
(a)B1:3hours,(b)B1:1day,(c)B1:3days,(d)B1C:3hours
(e)B1C:1day,(f)B1C:3days,(g)B1A :3hours,(h)B1A :1day
(i)B1A :3days,(j)B1AC:3hours,(k)B1AC:1day,(l)B1AC:3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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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k) (l)

Fig.19.(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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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20.SEM imagesofosteoblastonTispecimens(B2,B2C,B2A,B2AC).
(a)B2:3hours,(b)B2:1day,(c)B2:3days,(d)B2C:3hours
(e)B2C:1day,(f)B2C:3days,(g)B2A :3hours,(h)B2A :1day
(i)B2A :3days,(j)B2AC:3hours,(k)B2AC:1day,(l)B2AC:3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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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k) (l)

Fig.20.(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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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MMMGGG---666333세세세포포포의의의 증증증식식식

MG-63cell의 세포 증식율을 MTT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모든 시편에서
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10).
양극산화처리한 시편인 PA,B1A,B2A에서 배양초기에 낮은 OD 값을 갖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또한 연마처리 후 표면처리한 시편인 P,PC,PA,PAC는
입자분사 후 표면 처리한 시편인 B1,B1C,B1A,B1AC,B2,B2C,B2A,B2AC보
다 배양초기에 낮은 OD값을 나타내었다.이렇게 배양초기에 낮은 OD값을 나타
내는 시편으로부터 초기 세포의 부착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면에 어떠한 구조도 형성되지 않은 시편인 P,PC에서의 세포 증식율은 다른
표면처리를 시행한 시편에서의 세포 증식율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또한
나노구조만 형성한 PA,PAC 시편에서의 증식율은 입자분사 처리 후 다른 표면
처리를 시행한 시편들에서의 증식도와 유사함을 관찰할 수 있다(Fi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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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Opticaldensityvalueofsurfacetreatedspecimens

Group Time mean ± S.D

Polishing

P

3 hours 0.375 ± 0.033 

1 day 0.432 ± 0.019 

3 days 0.506 ± 0.024 

PC

3 hours 0.361 ± 0.028 

1 day 0.401 ± 0.037 

3 days 0.476 ± 0.037 

PA

3 hours 0.291 ± 0.034 

1 day 0.373 ± 0.032 

3 days 0.487 ± 0.029 

PAC

3 hours 0.422 ± 0.027 

1 day 0.523 ± 0.046 

3 days 0.609 ± 0.027 

Grit-blasting
(110㎛ Al2O3)

B1

3 hours 0.702 ± 0.035 

1 day 0.767 ± 0.042 

3 days 0.935 ± 0.038

B1C

3 hours 0.693 ± 0.045 

1 day 0.776 ± 0.047 

3 days 0.929 ± 0.045 

B1A

3 hours 0.583 ± 0.033 

1 day 0.661 ± 0.031 

3 days 0.799 ± 0.038 

B1AC

3 hours 0.721 ± 0.055 

1 day 0.813 ± 0.053 

3 days 0.932 ± 0.046 

Grit-blasting
(250㎛ Al2O3)

B2

3 hours 0.741 ± 0.044 

1 day 0.815 ± 0.039 

3 days 0.954 ± 0.044 

B2C

3 hours 0.723 ± 0.031 

1 day 0.829 ± 0.029 

3 days 0.967 ± 0.027 

B2A

3 hours 0.637 ± 0.047 

1 day 0.694 ± 0.048 

3 days 0.832 ± 0.039 

B2AC

3 hours 0.782 ± 0.054 

1 day 0.877 ± 0.055 

3 days 0.966 ±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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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Opiticaldensitychangesaccordingtocellculturetime,
(a)Polishinggroup(P,PC,PA,PAC),
(b)110㎛ grit-blastinggroup(B1,B1C,B1A,B1AC),
(c)250㎛ grit-blastinggroup(B2,B2C,B2A,B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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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임플란트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인 티타늄은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주위조직에
대한 양호한 친화성을 보일 뿐 아니라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생체에 대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티타늄의 특성은 티타늄 금속의 산
화막이 가지는 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r 등, 1985; Kasemo, 

1983).

티타늄 임플란트가 골에 매식시 골조직과 임플란트 사이의 결합양상을 골유착
이라 한다.골유착은 광학 현미경상 골조직과 매식물이 직접적으로 결합한 상태라
하여 처음 이름이 붙여졌다.하지만 주사전자현미경상에서의 연구는 매식물과 골
조직 사이에 20㎚의 glycosaminoglycan을 함유하는 간격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
골유착은 임플란트 매식체와 골조직 사이의 계면이 살아있는 골조직에 의한 매식
물의 직접적인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Albrektsson과 Carina,1994).
이러한 임플란트와 골조직사이의 긴밀한 골유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용 임

플란트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Albrektsson과 Jacobson,1987).
이러한 골유착도가 증가하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증가되고,조기하중,즉시하중으

로 인한 심미적 치료가 가능하고,장기간의 좋은 예후가 기대되어지므로 많은 연
구자들이 골유착도를 개선 시키려고 한다.임플란트 재료의 생체적합성,디자인,
표면,수술부위 골의 상태,외과적 술식,하중조건 등이 골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표면의 변화가 골유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따라서 임플란
트 표면에 있어서 표면조도,임플란트로 사용하는 합금의 표면조성,그리고 표면
에너지 등이 생물학적 반응 및 임상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
고 있다(Walivaara등,1994;denBraber등,1995;Albrektsson과 Wennerberg,
2004a,2004b,Brunertte과 Chehroudi,1999;Qu등,1996).
티타늄 표면과 골조직이 생역학적인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자분사,산처리,이중 산처리,SLA,RBM,TPS,Ti소결법등과 같은 방법들에
관해 연구되며,골조직과 생화학적인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화인회석 코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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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칼슘(calcium phosphate)코팅,불소이온처리,Ca및 P이온의 석출,펩타이드
코팅 등과 같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SLA 표면처리 방법은 큰 입자를 이용하여 표면에 마이크로구조를 형성하고

산처리하여 표면이 침식되어서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pit를 만들어 생역학적인 방
법으로 골조직과 결합할 수 있으며,산의 종류,농도,시간,그리고 온도 등에 의해
표면의 미세구조 및 조성에 영향을 미쳐서 생화학적으로 골유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양극산화법은 전류밀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피막의 두

께,크기 등을 쉽게 제어할 수 있어서 생역학적인 방법으로 골유착을 촉진하며,전
해액을 변화시킴으로써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물의 조성,결정상등을 변화시켜서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골유착을 촉진할 수 있다.현재 양극산화를 이용한 표면처리
법은 양극산화에 의해 산화피막을 형성시켜 높은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산화피막
의 절연 파괴를 일으켜 티타늄 표면에 다공성의 두꺼운 산화피막이 형성되도록
시편을 제작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이렇게 형성된 다공성의 산화피막은 골성
장 인자나 골유전적 형태의 단백질과 같은 생활성적 성분의 저장고가 되어 골과
결합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chreckenbach등,1999).
또한 표면조도가 증가 되고 양극산화된 임플란트 표면은 이식초기에 높은 계면강
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초기 골아세포의 부착이 촉진되고,생체 내 적용시 골아세
포의 활동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골유착이 증진될 것이라고 보고된다(Zhu
등,2002;Montanaro등,2002;Rodriguez등,2003).또한 전해액으로 인산용액을
사용함으로써 인이 침착되며 이것은 인을 포함한 양극산화층이 인과 칼슘의 흡수
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Hanawa와 Ota,1991).
불소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법은 불소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표면에서 조골세포

의 증식이 증가하며,이러한 표면처리법을 시행한 임플란트는 유사한 거칠기를 가
지는 다른 임플란트보다 BIC(bonetoimplantconatct)가 증가한다고 보고된다
(Cooper등,2005).이런 불소 이온으로 인한 골유착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불소 이온이 단백질 부착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조골
세포의 부착을 촉진시키고 골유착이 촉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또한 인산칼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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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 임플란트에서는 티타늄 표면과 인산칼슘 코팅 층의 결합이 약해서 분리가
나타나나 이러한 불소 처리된 표면에서는 Ca,P이온과의 강한 화학적 결합이 일
어나므로 장기간의 예후에도 유리하다(Ellingsen과 Lyngstadaas,2003).
상기한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기초적인 정

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플로오르 이온을 함유한 전해액을 이용하여 저전압,
저전류 하에서 양극산화 처리를 통하여 표면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양극산화 처리
전 입자분사로 인한 마이크로구조를 형성함으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나노구조의
표면적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이러한 나노구조를 NaOH 처리를 통하여 3차원
의 그물망 형태의 나노구조로 변화시켰다.이러한 3차원 구조는 골성장인자(bone
growthfactor)나 단백질(protein)과 같은 골유착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자의 포함이
가능하므로 골유착을 촉진할수 있는 임플란트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나노구조의 성장과 특징들을 연구하고자 연마한 티타늄 표면에 저전압,저

전류 하에서 양극산화법을 이용하여 나노구조 형성을 시간에 따라 관찰한 결과
양극산화 시간이 10분에 이르게 되면 나노닷(nanodot)와 나노섬유(nanofiber)가
표면에 동시에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는 양극산화 시 초기에 산화막
이 나노닷 형태로 생긴 후 점차 이것들이 성장하여 나노섬유와 같은 형태를 이루
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20분간 양극산화 처리를 행하게 되면 이들 산화막이
성장하여 포어 형태가 수직적으로 성장하여 나노튜브 형태를 이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노구조 형성 시 양극산화 초기에 전기화학 반응으로 표면에 나노닷,나노섬유,

나노포어,나노튜브 형태로 성장하고,양극산화가 20분에 도달하면 표면에 전체적
으로 균일한 나노튜브가 형성된다.다른 연구자들의 시험에서도 연마한 티타늄 표
면에 나노튜브형태의 나노구조가 균일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하였다(Oh등,2005).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를 동시에 형성하기 위하여 SLA 표면 개질 방법에서

마이크로구조를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입자분사 방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구
조를 재현하였으며 마이크로구조를 가지는 표면에 저전압,저전류 하에서 양극산
화 처리를 행하여 티타늄 산화막을 나노구조로 성장시켜서 나노튜브를 형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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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편에서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B1)에서 양극산화 시간을 달리하여 양극산화 처리를
행한 후(B1A)고배율과 저배율에서 각각 관찰한 결과 저배율(×1000)에서는 양극
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분사 시 티타늄 표면에 박혀 있던 알루미나 입자들
이 점차 산에 의해 용해되어 표면에서 제거 되며,표면은 계속 산화반응을 일으켜
양극산화 시간이 1시간에 이르면 균일한 표면 형상을 띠는 것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나노 단위의 산화막 성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배율에서 관찰한 결과 고배율에

서 관찰시 양극산화 시간이 증가할수록 나노닷,나노섬유,나노포어,나노튜브 형
태로 성장하지만 일부 표면에서 알루미나 입자가 차지하고 있던 부위는 전해액과
접촉하지 못해서 산화반응을 하지 못한다.하지만 산에 의해서 Al2O3가 점차 용해
되어서 티타늄 표면에서 산화반응이 개시되어 나노닷이 생성되기 시작한다.그래
서 실험 결과와 같이 나노닷,나노포어,나노튜브들이 혼재에 있는 표면을 쉽게 관
찰할 수 있다.하지만 저배율에서의 결과와 같이 양극산화 시간이 한 시간에 이르
게 되면 모든 표면은 균일하게 나노튜브가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 처리를 1시간 동안 행한

결과 불균일한 표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균일한 산화막의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극산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 사료된다.
나노구조들 중에서도 나노튜브가 형성되었을 때 나노튜브 내의 벽쪽에서

phosphate이온의 농도가 다른 곳보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므로 초기에 세포
의 부착과 석회화(mineralisation)에 유리하며,세포 부착 시 조골세포들의 촉수가
형성된 나노튜브와 강하게 결합하는 양상을 나타내므로 세포의 부착력이 증가된
다(Briggs등,2004).
마이크로구조가 생성된 시편에서는 양극산화 시 초기 전류밀도가 큰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이는 연마한 시편보다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이 넓은 표면적과 큰
표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해액과 활발히 반응한 결과이다.또한 양극산화시 전류
의 급격한 감소는 산화막의 형성으로 인한 저항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다(Fi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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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Ti4++4e

Ti4++4H2O→ Ti(OH)4+2H2

Ti(OH)4+2H2→ Ti(O)2-x(OH)2x+(2-x)H2O

위와 같은 전기화학 반응으로 산화막이 점차 생성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
되며 안정화 된 이후로는 전류량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22.Currentdensity/timetransientscurvesataconstantvoltageof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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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면의 젖음성의 증가와 표면구조의 변화를 위해 알칼리 용액인
NaOH 용액을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 연마하거나 입자분사 처리한 후 알칼리 처리
한 시편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양극산화 후 NaOH 용액을 이용하
여 처리한 결과 표면에는 다른 형태의 나노구조가 생성되며 이들은 3차원의 서로
얽혀있는 그물망 형태를 이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화학적 처리인 NaOH 처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표면의 산화막을 변화시킨

다.

TiO2+NaOH → HTiO3-+Na+

부동태 피막인 TiO2는 NaOH 용액과 반응하여 sodium titanategel을 형성하는
데 이러한 gellayer는 적당한 열처리를 통하여 amorphoussodium titanatelayer
로 안정화된다.하지만 양극산화 후 NaOH 처리는 양극산화 시 생긴 나노구조의
산화막과 반응하여 다른 형태의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이러
한 NaOH 처리는 Na+와 체내의 H3O+의 이온교환 반응이 일어나 Ti-OH가 표면에
형성된다.이렇게 형성된 표면은 체내의 Ca2+와 반응하여 amorphous calcium
titanate를 형성한다.이러한 구조는 체내에서 PO43-와 반응하여 amorphous
calcium phosphate를 생성하는데 이는 아파타이트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몸의 뼈
를 이루고 있는 부분과 강하게 결합한다.이러한 구조들은 차후 열처리와 같은 방
법 등을 이용하여 calcium phosphate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Kokubo등,2004).
이러한 표면처리를 통하여 형성된 나노구조들은 골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유리

하며,금속의 결정크기를 100㎚ 이하로 줄일 경우에도 마이크로스케일의 결정을
가지는 금속보다 골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우수하다(Webster등,2004).임플란트
의 표면과 결합을 하는 골조직(hydroxyapatite결정 :길이 20～ 80㎚,두께 4
～ 6㎚)및 collagen(길이 300㎚)들이 나노스케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
트 표면에 나노단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골유착에 유리하다(Chun등,2004.
Zhu등,2004)(Fig.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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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Illustrationoftheapproximatedimensionsofsomerelevantstructure
ontheimplantandtissuesidesoftheinterface(Kasemo,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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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뿐만 아니라 polycarbonate에 다양한 크기의 pore를 형성한 후 조골세포
의 부착과 증식을 평가한 결과 200㎚ 크기 포어의 polycarbonatemembrane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또한 PLGA scaffold를 나노구조를 갖도록 형성하면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 우수하며 이외에도 alumina,titania,HA와 같은 세라믹에서
도 그들의 결정 크기를 나노스케일로 형성한 결과에서도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우수하다(Webster등,2000,Webster등,2004;Flemming등,1999).
실험에서 사용된 표면처리 시편들의 표면조도를 비교해 보면 연마한 시편과 양

극산화 처리한 시편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지만,입자분사 후 양극산화 처리를 행하
면 표면의 거칠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또한 NaOH 처리는 표면조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포의 부착과 증식에는 표면의 젖음성이 클수록 세포의 부착이 우수하므로 본

실험에서도 세포에 대한 부착과 증식을 평가하기 전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표면
에 입자분사를 통하여 마이크로구조가 생성되면 hydrophilic한 특성을 나타냄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양극산화를 통하여 나노구조인 나노튜브가 형성되면
hydrophobic한 특성을 나타내었다.이는 표면에 나노튜브가 형성되면 나노튜브내
로 물이 스며들지 못한 결과이다.또한 마이크로구조와 나노구조가 동시에 존재하
는 경우 나노구조보다 좀 더 hydrophobic한 특성을 나타내었다.이는 연마한 시편
보다 더 많은 나노튜브가 성장한 결과로 그러한 나노튜브내로 물이 쉽게 스며들
지 못함을 나타낸다.하지만 이들 표면의 구조를 NaOH 처리하여 3차원의 그물망
형태로 바꿀 경우 hydrophilic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다.연마한 시편에
서의 NaOH 처리한 결과에서는 처리전과 유의차가 없었지만(p>0.05)양극산화 후
NaOH 처리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p<0.05).이는 NaOH 처리로 인
하여 산화막의 구조와 성질이 변하여 hydrophobic한 특성에서 hydrophilic한 특성
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hydrophilic한 특성을 가지는 표면에서는 세포부착 초기에 에너지를 제
공할 수 있는 microvilli와 filopodia의 역할이 활발하므로 세포의 부착이 우수하
다.따라서 이러한 hydrophilic한 특성을 가지는 표면은 세포의 부착이 우수하여
임플란트와 같은 생체재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다(Lim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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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도 hydrophilic한 표면에서는 초기 세포의 부착이 hydrophobic한 표
면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EM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표면에
나노구조를 형성한 표면에서는 세포의 촉수들인 microvilli와 filopodia가 나노구조
에 접촉하며 뻗어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연마처리만 한 시편에서는 이
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뻗어나감을 관찰할 수 없었다.
본 실험에서 표면 처리된 시편의 세포 증식율을 평가하기 위해 MTT 방법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는데 이는 세포의 증식 및 세포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 중
의 하나이다. MTT 검색법은 대사과정이 온전한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탈수소
효소작용에 의하여 노락색 수용성 MTT tetrazolium을 보라색을 띄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킨다.MTT formazan의 흡광도는 570㎚의 파장에서
최대가 되며,이 파장에서 측정된 흡광도는 살아있고 대사적으로 왕성한 세포의
농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MTT 실험 결과 3시간 배양 후의 결과에서 세포의 초기 부착율을 정
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hydrophobic한 시편에서는 낮은 OD 값을 가지는 반
면 hydrophilic한 시편에서는 높은 OD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즉
hydrophobic한 시편에서는 초기세포 부착율이 낮은 반면 hydrophilic한 시편에서
는 초기세포 부착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세포의 증식율을 비교했을 때 연
마 처리만 한 시편에서는 낮은 세포의 증식을 관찰할 수 있지만 나노구조를 표면
에 형성한 시편에서는 높은 세포의 증식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러한 것은 세포
가 성장할 때 뻗어 나오는 촉수인 filopodia와 microvilli들이 표면구조가 없는 시
편보다 나노구조나 표면요철이 있는 곳에서 더 잘 부착하며 성장한 결과이다.마
이크로구조를 형성한 시편에서는 이러한 마이크로구조로 인해서 시편이 세포와
완전히 밀착하여 성장하지 못하지만 filopodia와 microvilli들이 표면요철에 지지하
며 활발하게 성장하므로 우수한 증식율을 나타낸다.
적절한 표면조도(Sa:　1.0～ 2.0㎛)를 가질수록 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우수하
지만 표면에 양극산화를 통한 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를 형성하면 표면조도 값은
입자분사를 시행했던 시편보다 줄어들게 된다.하지만 표면에 형성된 나노구조로
인하여 세포의 증식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처리된 시편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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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포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화학적 처리를 시행한 경우 초기의 세포부착력을 증
가시킬 수 있고,또한 나노-마이크로구조로 인해 세포의 증식율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인 티타

늄에 나노 단위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이러한 나노단위의
구조를 이루는 생체재료는 표면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세포의 부착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지며 특히 나노튜브 내에 약물이나 단백질을 함유 할 수 있어
서 기능성을 요구하는 의료용기기에 사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임플란트에 사
용할 경우,임플란트 표면에 나노튜브가 형성됨으로서 생체와 혈액내의 단백질들
이 빠른 시간에 흡착되어 조골세포들의 부착과 증식을 촉진시킴으로써 빠른 골
유착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68 -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상용순수 티타늄에 골유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10×10×1㎣ 크기의 상용순수
티타늄판을 연마(polishing),입자분사(grit-blasting),양극산화(anodizing),NaOH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표면처리하고 SEM 관찰,표면조도 측정,접촉각 측정,
MG-63세포의 부착 및 증식시험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연마 후 0.5wt% HF에서 20분간 20V 전압으로 양극산화 처리를 행한 결과
표면에 나노튜브형태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이 표면에서 나노닷
(nanodot),나노섬유(nanofiber),나노포어(nanopore),나노튜브(nanotube)형태
로 산화막이 성장하고,양극산화가 20분에 도달하면 표면에 전체적으로 균일
한 나노튜브가 형성되었다.

2.11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후 0.5wt% HF에서 1시간 동안 20
V 전압으로 양극산화 처리를 행한 결과 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가 생성된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양극산화 과정에서는 나노닷,나노섬유,나노포어,나노튜
브들이 혼재해 있는 표면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양극산화 시간이 1시간에 이르
게 되면 균일한 나노튜브를 관찰할 수 있었다.

3.250㎛ 알루미나 입자로 입자분사 처리한 후 0.5wt% HF에서 1시간 동안 20
V 전압으로 양극산화 처리를 행한 결과 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가 생성된 것
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표면에 Al2O3grit과 같은 잔류물들이 존재하는 불균일
한 표면형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4.상온에서 연마 또는 입자분사 처리 후 NaOH 처리는 표면의 구조를 크게 변화
시키지 못하지만 연마 또는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를 행하고 NaOH
처리한 표면은 그물망 형태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5.연마한 시편보다 입자분사 처리한 시편에서 표면조도 값이 증가하였으며,
입자분사 시 거친 입자를 사용할수록 표면조도의 값은 증가하였다(P<0.05).
또한 NaOH 처리 유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6.연마 또는 입자분사 처리 후 양극산화를 시행하여 나노튜브가 생성된 표면



- 69 -

에서는 hydrophobic한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연마 또는 입자분사 처리 하
고 양극산화를 시행한 후 NaOH처리하여 그물망 형태의 구조를 가질 경우
hydrophilic한 특성을 나타었다.

7.연마처리한 군에서는 모든 시편들에서 세포가 시편들과 긴밀히 부착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표면에 나노구조만 형성한 시편에서는 세포의 촉수
들인 microvilli와 filopodia들이 나노구조에 부착하며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입자분사 처리한 군에서는 grit의 차이에 상관없이 유사한 세포의 부착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세포가 표면의 마이크로구조를 이루
는 곳에서 부착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면의 마이크로구조 때문에 세포가 시편
들의 표면에 완전히 부착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8.연마 및 입자분사 후 양극산화 처리한 시편에서는 초기 세포의 부착율은 낮은
반면 세포의 증식이 우수한 것을 관찰하였다.하지만 연마 및 입자분사 후 양
극산화 처리한 시편을 NaOH 처리하면 초기 세포 부착율과 세포의 증식이 우
수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임플란트에 젖음성이 우수한 나노-마이크로 복합구조를 가
지는 표면을 형성함으로써 골과의 결합 면적을 증대시키며 화학적 처리 시 더 많
은 부위에서 골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으며 조골세포의 부착과 증식이 우
수하므로 빠른 골유착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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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ly pure titanium and its alloys have been used 

especially as implant materials due to their good biocompatibility. 

Nanomaterials have been proposed as the next generation of 

improved implant materials due to the unique nanometric properties 

of some components of physiological bone.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that osseointegration is promoted on nano-structure 

surfac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investigated to form of 

titanium oxide nano-structure and nano-micro structure by 

polishing, grit-blasting, anodizing and NaOH treatment and 

investigated surface properties on Ti with different surface 

treatment.

  In order to form nano-structures, titanium specimen was 

polished (P) and anodized (PA) with 20 V DC power supply fo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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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in 0.5% HF solution. And then it was soaked in 23 ℃ , 5 M 

NaOH solution (PAC). And in order to form nano-micro structure, 

titanium specimen was polished and grit-blasted(B1) with 110 ㎛
alumina grit at 4 bar for 20 seconds. And anodized (B1A) with 20V 

DC power supply for 60 minutes in 0.5% HF solution. And then it 

was soaked in 23 ℃ , 5M NaOH solution (B1AC). Also another 

titanium specimens was grit-blasted with 250 ㎛ alumina grit(B2) 

and anodized(B2A), NaOH treatment(B2AC).

  The micro-structures were observed on FE-SEM. We observed 

nano-structure such as nano-tube, nano-fiber on PA, PAC, B1A, 

B1AC, B2A, B2AC and nano-structure of B1A, B1AC, B2A and 

B2AC is formed on micro-structure. PAC, B1AC and B2AC were 

form to nano-structure such as nano-fiber, nano-network form. In 

this experiment, when anodizing time is 20 minutes on PA, 

nano-structure formed on titanium surface. And on B1A, when 

anodizing time is 60 minutes, alumina grit disappears and 

nano-micro structure formed on micro-structure of titanium surface. 

But when anodizing time is 60 minutes on B2A, alumina grit not 

completely disappears and nano-micro structure partially formed on 

micro-structure of titanium surfac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rface roughness 

with NaOH treatment. In blasted specimens, surface roughness show 

significant decrease after anodizing.

  Anodized specimens had a hydrophobic character, but after 

anodized, NaOH treatment changed a hydrophilic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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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 B1A, B2A, cell attachment of MG-63 cells were lower 

than another specimens but cell proliferation were great. In PAC, 

B1AC, B2AC, cell attachment and proliferation were great.

  From these results, we fabricated nano-micro structure on ti. 

Such nano-structure and nano-micro structure could be useful as 

well-adhered bioactive surface layer on Ti implant metal and alloys 

for orthopedic and dental applications. 

Key Words :titanium,implant,surface treatment,grit-blasting,anodizing,
NaOH treatment, micro structure, nano structure, nano-micro structure,
nanotube,MG-63,cellattachment,cellprolif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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