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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치치치과과과교교교정정정용용용 NNNiiiTTTiii선선선재재재의의의 온온온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내내내식식식성성성 평평평가가가

1971년에 우수한 탄성 복원력이 있는 치과교정용 NiTi선재가 처음으로 개발
된 이래,1980년대 중반에는 초탄성이 발현되는 2세대 NiTi선재가 개발되어 사용
되었다.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탄성뿐만 아니라 형상기억효과도 효율적으로 발
현되는 3세대 NiTi선재가 개발되어 치과교정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3세대 NiTi선재는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아직까지 이들 선재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내식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를 발휘하는 3
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내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직경이 0.016"인 원형 선재로,2세대 NiTi선재인 G&H 사의 Nickel
titanium archwire(U.S.A.),Jinsung사의 Optimalloy선재 (Korea)및 3세대 NiTi
선재인 BiomaterialsKorea사의 GentleNiTi선재 (Korea),ORMCO 사의 Copper
Ni-Ti35℃ 선재 (U.S.A.),3M Unitek사의 NitinolXL선재 (U.S.A.)를 대상으로
각각 상 분석,표면 상태 관찰,시차주사열량 측정,27℃와 37℃에서의 3점 굴곡
시험 및 내식성 평가를 시행한 후,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조성 분석 결과,치과교정용 NiTi선재의 Ni원자함량 (at%)은 44.34～56.86%의 범
위를 나타내었으며,Optimalloy선재에서 가장 높았고,CopperNi-Ti35℃ 선재에
서 가장 낮았다.

2.상 분석 결과,모든 선재에서 (110)면의 입방정 (cubic)회절선인 오스테나이트상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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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면 상태 관찰 결과,Nickel titanium archwire는 Optimalloy선재,GentleNiTi
선재,CopperNi-Ti35℃ 선재 및 NitinolXL선재에 비하여 표면이 매끄러운 상태
이었다.

4.시차주사열량 측정 결과,각 선재의 오스테나이트 종료온도 (Af)는 28.1～37.1℃의
범위에 있었으며,Optimalloy선재에서 가장 낮았고,GentleNiTi선재에서 가장 높았
으며,구강 내 환경에서 대부분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예측되었다.

5.3점 굴곡시험 결과,하중 제거 시 3세대 선재인 GentleNiTi선재,CopperNi-Ti35
℃ 선재 및 NitinolXL 선재는 2세대 선재인 Nickeltitanium arch wire 및
Optimalloy선재와 비교하여 온도가 27℃일 때는 변위량 1.5～2.5㎜ 구간에서,온도
가 37℃일 때는 변위량 2.0～2.5㎜ 구간에서 낮은 하중을 나타내었다 (p<0.05).

6.인공 타액 내에서의 내식성 평가 결과,GentleNiTi선재와 CopperNi-Ti35℃
선재는 동전위 실험에서 안정된 부동태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인 GentleNiTi선재와 Copper
Ni-Ti35℃ 선재 및 NitinolXL선재는 치열 교정에 필요한 적절한 물리적 특성
과 안정한 내식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들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초탄성이 있는 2세대 선재에 비하여 구강 내 온도에서 형상기억효과
도 발현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NiTi선재,시차주사열량 측정,3점 굴곡시험,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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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치치과과과교교교정정정용용용 NNNiiiTTTiii선선선재재재의의의 온온온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물물물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내내내식식식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치치치의의의학학학과과과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김김김 경경경 남남남)))

김김김 신신신 애애애

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920년대까지 치과교정용 선재로 사용되었던 금 선재는 가격이 비싸고,기계적
특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었다.1929년에는 탄성률이 높고,내식성이 좋으며,가격이
저렴한 스테인레스강 선재가 치과교정학 분야에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코발트-크롬 선재,니켈-티타늄 선재,베타-티타늄 선재,multi-stranded스
테인레스강 선재 등 여러 가지 선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다 (Kapila와 Sachdeva,
1989).
1960년대 초에는 미국 Maryland주 SilverSprings에 있는 미해군 병기 연구소

(NavalOrdnanceLaboratory)에서 항공 우주 연구를 하는 과정에 NiTi합금이 개
발되었다.이 합금은 합금을 구성하는 원소인 nickel의 ‘ni’,titanium의 ‘ti’,그리고
최초로 만든 연구소인 NavalOrdnanceLaboratory의 머리글자 ‘nol’을 조합하여
Nitinol이라 명명되었다.당시에 Nitinol은 형상기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NiTi합금이 갖는 형상기억의 특성은 여러 나라 금속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
었고,이들의 심도있는 연구 결과,NiTi합금은 우수한 탄성 복원력과 초탄성을
지니게 되었다.형상기억효과와 초탄성을 지닌 NiTi합금은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산업과 의료계 및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게 되었다.
Andreasen과 Hilleman(1971)이 NiTi합금에 내재된 높은 탄성 및 낮은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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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고 임상적 사용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니켈과 티타늄이 기
본이 되는 NiTi선재가 치과교정학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이들이 도입한
최초의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우수한 탄성 복원력이 있었다.초기의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형상기억의 특성이 있었지만,냉간 가공에 의해 제작되어 변태 온도
범위가 너무 높아서,구강 내 환경에서 형상기억효과나 초탄성이 발현되지 않았다
(Andreasen과 Morrow,1978;Kusy,1983;Kusy와 Greenberg,1981;Lopez등,
1979).1980년대 중반에는,Burstone등 (1985)과 Miura등 (1986)에 의하여 구강
내 환경에서 초탄성의 특성이 발현되는 2세대 NiTi선재가 임상교정학 분야에 도
입되었다.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탄성뿐만 아니라,구강 내 온도에 따라 형상기
억효과도 효율적으로 발현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NiTi
선재가 개발되어 치과교정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냉간 가공한 1세대 NiTi선재와 초탄성이 발

현되는 2세대 NiTi선재 및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가 모두 발현되는 3세대 NiTi
선재로 구분할 수 있다 (Evans와 Durning,1996).
이제까지는 3세대 NiTi선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2세대 NiTi선재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초탄성뿐만 아니라 형상기억효과도 발현되는 3세대 NiTi선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3세대 NiTi선재가 치과교정 영역에 사용되면
서 교정전문의들은 구강 환경의 온도 변화를 통해 치아 주변 조직에 대한 외상이
나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치아 이동력 발현을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저온에서 쉽게 변형되어
최대 인장이 가능하여 심하게 부정 위치된 치아에 대한 결찰이 용이하고,치아 이
동력 발현 시 동통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열탄성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Chang과 Nikolai,1994;Thayer등등등,,,1995).Fukuizumi등
(1999)은 3세대 NiTi선재가 보통 때에는 부드럽고 약한 힘을 발휘하다가,고온의
음식을 간헐적으로 섭취하면 큰 힘이 발휘되어 치아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Sakima등 (2006)은 이와 같은 3세대 NiTi선재의 독특한 물리적 특
성으로 인하여,교정 치료 초기 단계부터 큰 각형 선재를 삽입하여 치아를 빠른
시간 내에 3차원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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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에서 초탄성 및 형상기억효과가 발현되는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
의 임상적 중요성 및 장점으로 인하여 매년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이들
선재를 구강 내에서 사용할 때에는 약하고도 지속적으로 교정력을 가하는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식성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니켈 함량이 높은 NiTi합금
이 인체 내에서 부식된다면 부식으로 인한 니켈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내식성이 우수한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의 사용
이 요구되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를 발휘하는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내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2종의 2
세대 NiTi선재와 3종의 3세대 NiTi선재를 대상으로 각각 조성을 분석하고,상
분석,표면 상태 관찰,시차주사열량 측정,27℃와 37℃에서의 3점 굴곡시험 및
내식성 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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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재재재료료료

본 연구에서는 2세대 NiTi선재인 G&H 사의 Nickeltitanium archwire(2N),
Jinsung사의 Optimalloy선재 (2O)및 3세대 NiTi선재인 BiomaterialsKorea사
의 GentleNiTi선재 (3G),ORMCO 사의 CopperNi-Ti35℃ 선재 (3C),3M
Unitek사의 NitinolXL선재 (3N)를 사용하였으며,사용한 선재는 직경이 0.016"
인 원형 선재이었다 (Table1).

Species Code Brandname Manufacturer

2nd-generationNiTi 2N Nickeltitanium archwire G&H WireCompany,U.S.A.

2O Optimalloy JinsungIndustrialCo.,Ltd.,Korea

3rd-generationNiTi 3G GentleNiTi BiomaterialsKoreaInc.,Korea

3C CopperNi-Ti35℃ ORMCOCorp.,U.S.A.

3N NitinolXL 3M UnitekCorp.,U.S.A.

Table1.OrthodonticNiTiarchwires(0.016"round)usedinthisstudy



-5-

222...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가가가...조조조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각 선재를 전자탐침 미세 분석기 (EPMA,Electron ProbeMicroAnalyzer,
JXA 8900R,JEOL,Japan)를 사용하여 각 선재의 Ni,Ti및 Cu의 조성을 분석하
였다.

나나나...상상상 분분분석석석

각 선재의 상 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XRD,X-ray diffractometer,
D-MaxRint2400model,Rigaku,Japan)를 이용하였다.상악용 idealarchform의
양단 직선 부위를 10.0㎜씩 자른 15개의 조각을 접착테이프에 부착하여 판형을 만들
어 시편으로 사용하였다.각 판형에 대한 X-선 회절 분석은 CuTarget의 Kα선을 이
용하여 scanrange20～70°,scanrate4°/min의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표준 회절
분석도표 (JointCommitteeonPowderDiffractionStandardscards,JCPDScards)
로 해석하였다.

다다다...표표표면면면 상상상태태태 관관관찰찰찰

주사전자현미경 (SEM,ScanningElectronMicroscope,S-2700Model,Hitachi,
Japan)으로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다.

라라라...시시시차차차주주주사사사열열열량량량 측측측정정정

각 시편을 시차주사열량계 (DSC,Differentialscanning calorimetry 2920,
TA Instrument,U.S.A.)를 이용하여 열분석을 하였다 (Fig.1).전자저울 (A2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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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orius,Germany)을 이용하여 각 선재에서 각각 10.0㎎씩 취한 다음,알루미늄
samplepan에 위치시키고 알루미늄 cover로 덮었다.시편을 -50℃까지 냉각하였
다가 분당 10℃의 속도로 100℃까지 승온시키고 다시 동일한 속도로 -50℃까
지 냉각하여 열분석을 하였다.
승온 시 얻은 시차주사열량 곡선이 기지선 (baseline)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접선

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오스테나이트 개시 온도 (Austenite
startingtemperature,As)로 하였고,계속 승온 시 다시 기지선과 합류하는 곳에서 접
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오스테나이트 종료 온도 (Austenite
finishingtemperature,Af)로 하였으며,이후 냉각 시 기지선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접
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마르텐사이트 개시 온도 (Martensite
startingtemperature,Ms)로 하였고,계속 냉각 시 다시 기지선과 합류하는 곳에서 접
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마르텐사이트 종료 온도 (Martensite
finishingtemperature,Mf)로 하였다.

Fig.1.Photographofthedifferentialscanningcalor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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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333점점점 굴굴굴곡곡곡시시시험험험

3점 굴곡시험용 박스를 제작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조 내에 놓고 박스 내
의 온도를 각각 27℃ 및 37℃로 제어시키며 만능시험기 (Instron4465,Englan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시편은 5개의 상악용 idealarchform의 양단 직선 부위
를 30.0㎜씩 잘라서,각각 5개씩 사용하였다.직경 1.0㎜의 두 금속봉을 중심거리
14.0㎜로 위치시켜 받침대를 제작하고 그 위에 시편을 올려놓은 다음,직경 1.0
㎜의 반구형 표면을 갖는 하중봉을 이용하여 1.0㎜/min의 cross-headspeed로 변
위량이 3.0㎜가 될 때까지 시편의 중심에 하중을 가하고,다시 동일한 속도로 변
위량이 0.0㎜가 될 때까지 하중을 제거하면서,선재의 변위량에 따른 하중의 변화
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여,각 시편의 하중-변위 곡선을 얻었다 (Fig.2,3).
통계처리는 SPSSversion12.0을 사용하였으며,유의성 분석을 위해 oneway

ANOVA 방법을 선택하였다.각 선재의 유의성 사후 분석은 TukeyTest를 실시
하였다.유의 수준은 95% 신뢰수준에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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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chematicdiagram ofthethree-pointbending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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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내내내식식식성성성 평평평가가가

인공 타액 내에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시행하여 내식성을 평가하였다.사용된
인공 타액의 조성은 Table2와 같다.각 시편의 뒷면에 구리선을 납땜하여 연결하
고,연결 부위를 레진으로 고정시킨 후,단면적 0.4㎠만이 인공 타액에 노출되도
록 제작하였다.37 ℃로 유지된 인공 타액이 담긴 반응조에 시편을 넣고
Potentiostat(Model263A,EG&G,U.S.A.)에 연결하였다.Corrosioncell은 보조전
극 (auxiliaryelectrode,AE)으로 백금 전극을 사용하였고,표준 전극 (reference
electrode,RE)으로 포화 감홍 전극 (saturatedcalomelelectrode,SCE)을 사용하
였다.-600㎷ (SCE)의 음극 전위 하에서 10분간 강제 환원을 거쳐 시편 표면의
불순물 및 산화물을 제거한 후,다시 10분간 개방 전위 하에서 안정화시키고,부식
전위를 측정하여 이때의 부식 전위 값 보다 250㎷ (SCE)낮은 전위에서부터 양
극 방향으로 분당 1㎷ (SCE)의 속도로 전위를 증가시키면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하였다.선재의 정전위 실험은 앞서 기술한 corrosion cell에서 전위를 250㎷
(SCE)로 유지하고 2시간 동안 시간-전류 밀도를 측정하였다.

Constituent Concentration(g/ℓ)

NaCl 0.400
KCl 0.400

CaCl2․2H2O 0.795
NaH2PO4․2H2O 0.780
Na2S․5H2O 0.005
CO(NH2)2(Urea) 1.000
Distilledwater 1,000㎖

Table2.Constituentsofartificial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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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조조조성성성 분분분석석석

각 선재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3과 같았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재들의
Ni의 원자함량 (at%)은 2O에서 56.86%로 가장 높았고,3C에서 44.34%로 가장 낮았으
며,나머지 선재들에서는 49.26～49.86% 범위이었다.Ti의 원자함량은 2O에서 43.08%
로 가장 낮았고,나머지 선재들에서는 50.08～50.84% 범위이었다.Cu의 원자함량은
3C에서 4.82%로 가장 높았고,나머지 선재들에서는 0.04～0.06% 범위이었다.

Code Ni Ti Cu

2N 49.26±0.79 50.69±0.77 0.05±0.02
2O 56.86±0.74 43.08±0.74 0.06±0.01
3G 49.45±0.16 50.50±0.16 0.04±0.01
3C 44.34±0.21 50.84±0.26 4.82±0.06
3N 49.86±0.17 50.08±0.18 0.06±0.02

Table3.Chemicalcompositionofspecime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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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상상상 분분분석석석

모든 선재에서 회절각 42.5°부근에서 (110)면의 입방정 (cubic)회절선인 오스테
나이트상이 관찰되었다 (Fig.4).

Fig.4.X-raydiffractionpatterns.A:austenite(cu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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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표표표면면면 상상상태태태 관관관찰찰찰

SEM으로 선재의 표면을 400배 확대하여 촬영한 표면 상태 관찰 결과는 Fig.5와
같았다.2세대 선재 중 2N은 균일한 표면 형상을 보였으며,2O는 불규칙하고 얼룩진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3세대 선재인 3G,3C,3N은 모두 세로줄 무늬의 표면 형상
을 보였다.3G는 세로줄 무늬가 깊고 굵은 형태를 보였고,3C는 세로줄 무늬가 가늘고
얇은 형태를 보였으며,3N은 세로줄 무늬 외에 산발적으로 얼룩진 표면 형상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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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N (b)2O

(c)3G (d)3C

(e)3N.

Fig.5.SEM surfaceimageofthetestedNiTi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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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시시시차차차주주주사사사열열열량량량 측측측정정정

각 선재의 시차주사열량 측정 결과는 Fig.6및 Table4와 같았다.변태 온도 분석
결과,승온시켰을 때 금속의 상이 오스테나이트상으로 변태가 시작되는 온도인 As는 2
세대 NiTi선재인 2N,2O에서 각각 8.2℃ 및 13.5℃이었고,3세대 NiTi선재인 3G,
3C,3N에서는 각각 22.2℃와 10.0℃ 및 11.7℃이었다.계속 승온시켜 오스테나이트
상으로의 변태가 종료되는 온도인 Af는 2세대 NiTi선재인 2N,2O에서는 35.3℃ 및
28.1℃이었고,3세대 NiTi선재인 3G,3C,3N에서는 각각 37.1℃와 33.3℃ 및 28.6
℃이었다.이후 선재를 냉각시켰을 때 금속의 상이 마르텐사이트상으로 변태되기 시작
하는 온도인 Ms는 2세대 NiTi선재인 2N,2O에서는 19.3℃ 및 14.3℃이었고,3세대
NiTi선재인 3G,3C,3N에서는 24.8℃와 8.5℃ 및 30.4℃이었다.계속 냉각하여 마
르텐사이트상으로 변태가 종료되는 온도인 Mf는 2세대 NiTi선재인 2N,2O에서는
-10.1℃ 및 -5.8℃이었고,3세대 NiTi선재인 3G,3C,3N에서는 8.5℃와 -18.6℃
및 -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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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Cooling

As(℃) Af(℃) Ms(℃) Mf(℃)

2N 8.2 35.3 19.3 -10.1
2O 13.5 28.1 14.3 -5.8
3G 22.2 37.1 24.8 8.5
3C 10.0 33.3 8.5 -18.6
3N 11.7 28.6 30.4 -1.7

Table4.TransformationtemperaturemeasurementsoftheNiTiarchwiresusing
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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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33점점점 굴굴굴곡곡곡시시시험험험

각 선재의 3점 굴곡시험 결과는 Fig.7～9및 Table5,6과 같았다.
27℃에서 하중 제거 시의 하중-변위 곡선과 37℃에서 하중 제거 시의 하중-

변위 곡선을 비교하였다 (Fig.7).2N에서는 변위량 0.5㎜와 2.5㎜ 구간에서 동
일한 변위량에 있어서 27℃에서 37℃로 온도가 상승되었을 때 하중의 증가가
유의하였고 (p<0.05),3G는 변위량 0.5㎜와 2.0㎜ 구간에서 동일한 변위량에 있
어서 27 ℃에서 37 ℃로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하중의 증가가 유의하였으며
(p<0.05),2O,3C및 3N은 27℃에서 37℃로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하중의 증가
가 유의하지 않았다 (p>0.05).
27℃에서 하중 제거 시 변위에 따라 측정한 하중은 변위량 1.5,2.0,2.5㎜에

서 2N,2O가 3G,3C,3N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Fig.8).37℃에서 하
중 제거 시 변위에 따라 측정한 하중은 변위량 2.0,2.5㎜에서 2N,2O가 3G,3C,
3N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Fig.9).
치아 이동 시에 수반되는 하중의 감소량을 알아보기 위하여,하중 제거 시의 변위

량 2.5㎜와 0.5㎜ 사이의 하중 차이를 계산하였다 (Table6).27℃에서 변위량 2.5
㎜와 0.5㎜ 사이의 하중 차이는 3G에서 50.0g으로 가장 작았다.2N에서는 113.0g
이었고,2O에서는 80.0g이었으며,3C에서는 56.0g이었고,3N에서는 57.0g이었다.27
℃에서 하중 제거 시의 변위량 2.5㎜와 0.5㎜ 사이의 하중의 감소는 모든 선재에서
유의하였다 (p<0.05).37℃에서 변위량 2.5㎜와 0.5㎜ 사이의 하중 차이는 3G에서
38.0g으로 가장 작았다.2N에서는 65.0g이었고,2O에서는 100.0g이었으며,3C에서
는 52.0g이었고,3N에서는 45.0g이었다.37℃에서 하중 제거 시의 변위량 2.5㎜와
0.5㎜ 사이의 하중의 감소는 2N,2O,3G,3N에서는 유의하였으나 (p<0.05),3C에서
는 유의하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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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 0.5 1.0 1.5 2.0 2.5 3.0

2N 27 0.0± 0.0 23.0±20.0 84.0± 1.0 90.0± 1.0 113.0± 2.0 168.0± 3.0

37 56.0±11.0 92.0± 6.0 95.0± 4.0 100.0± 3.0 120.0± 3.0 156.0± 4.0

2O 27 40.0±14.0 83.0± 4.0 90.0± 5.0 99.0± 6.0 120.0± 7.0 176.0±14.0

37 19.0±24.0 57.0±50.0 80.0±34.0 103.0± 5.0 120.0± 3.0 157.0± 4.0

3G 27 0.0± 0.0 4.0± 6.0 11.0±10.0 25.0±10.0 50.0±11.0 101.0±13.0

37 20.0± 7.0 23.0± 7.0 28.0± 5.0 40.0± 4.0 59.0± 6.0 95.0± 6.0

3C 27 25.0±18.0 52.0± 3.0 57.0± 4.0 63.0± 5.0 81.0± 4.0 146.0±24.0

37 35.0±31.0 46.0±41.0 66.0±14.0 78.0±11.0 87.0±11.0 133.0±12.0

3N 27 18.0±11.0 34.0± 9.0 38.0± 8.0 50.0± 7.0 75.0± 6.0 126.0± 8.0

37 38.0±14.0 50.0±18.0 55.0±19.0 63.0±17.0 82.0±14.0 121.0±22.0

Table5.Load(g)atthepoint0.5,1.0,1.5,2.0,2.5and3.0㎜ deflectioninthe
unloadingprocessat27℃ and37℃

Code 27℃ 37℃

2N 113.0± 2.0 65.0±11.0
2O 80.0±20.0 100.0±24.0
3G 50.0±10.0 38.0± 2.0
3C 56.0±16.0 52.0±36.0
3N 57.0± 7.0 45.0±18.0

Table6.Loadgap(g)atthepoint2.5and0.5㎜ deflectionintheunloading
processat27℃ an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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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내내내식식식성성성 평평평가가가

NiTi선재의 내식성 평가를 위해 인공 타액 내에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한 결과는
Fig.10과 같았다.2N에서는 인공 타액 내에서 부식 전위가 약 -400㎷ (SCE)에서 형
성되었고,부동태 전류 밀도가 10-3～10-2A/㎠ 구간에서 형성되었다.2O에서는 부식
전위가 약 -300㎷ (SCE)에서 형성되었고,부동태 전류 밀도가 10-6～10-4A/㎠ 구간
에서 형성되었으며,400㎷ (SCE)근처에서 공식(pitting)이 발생하였고,공식이 발생
한 이후에는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밀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3G에서는 인공 타
액 내에서 부식 전위가 약 -300㎷ (SCE)에서 형성되었고,부동태 전류 밀도가 10-6～
10-5A/㎠ 구간에서 형성되었으며,600㎷ 근처에서 공식이 발생하였고,공식이 발생
한 이후에는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밀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3C에서는 부식
전위가 약 -300㎷ (SCE)에서 형성되었고,부동태 전류 밀도가 10-6～10-5A/㎠ 구간
에서 형성되어 안정된 부동태 거동을 나타내었다.3N에서는 인공 타액 내에서 부식
전위가 약 -300㎷ (SCE)에서 형성되었고,부동태 전류 밀도가 10-6～10-5A/㎠ 구간
을 지나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안정된 부동태 구간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250㎷ (SCE)에서 측정한 정전위 분극 실험 결과는 Fig.11과 같았다.모든 선재

의 정전위 전류 밀도는 10-7A/㎠ 이하를 나타내었고,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류 밀도
가 감소하는 안정한 정전위 거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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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Anodicpolarization curvesofthetestedNiTiarchwiresinartificial
saliva.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Time(sec)

C
u

rr
en

t 
D

en
si

ty
(A

/c
m

2 )

2N 2O

3G 3C

3N

3G

3C

2N

2O

3N

2.5 ×××× 10-7

1.5 ×××× 10-7

0.5 ×××× 10-7

-0.5 ×××× 10-7

Fig.11.ThepotentiostaticbehaviorsofthetestedNiTiarchwiresat250㎷ (vs.
SCE)inartificialsaliva.

1E-9 1E-8 1E-7 1E-6 1E-5 1E-4 1E-3 0.01

-500

0

500

1000

3N 2N

2O

3G
3C

P
ot

en
tia

l (
m

V
 v

s.
 S

C
E
)

Current Density(A/cm2)



-23-

ⅣⅣⅣ...총총총괄괄괄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는 고온상인 오스테나이트상과 저온상인 마르텐사이트
상 간의 상 변태에 의하여 발생되는 NiTi합금의 특성이다 (Wayman,1992).초탄
성이란 응력을 가하면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고,응력을 제거하면 원래
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며,형상기억효과란 고온에서 임의의 형태로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기억시킨 다음,냉각하여 마르텐사이트 변태 온도 이하에서 변형을
시키면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지만,모상인 오스테나이트 변태 온도 이상
으로 열을 가하면 본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다.3세대 NiTi선재는 초탄
성의 특성을 갖는 2세대 NiTi선재가 지닌 높은 탄성 복원 특성뿐만 아니라 형상
기억효과도 발휘함으로써 이상적인 치과교정용 선재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3세대
NiTi선재는 구강 내 온도보다 낮은 저온에서는 변형이 잘 되고 쉽게 구부러져
심하게 부정 위치된 치아에 대한 결찰이 용이하고,구강 내 치아에 결찰된 후에는
구강 내 온도로 높아지면서 미리 부여한 선재의 아치 형태로 서서히 회복되어 낮
고도 일정한 교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도록 해준다.또한 3세대 NiTi선재는 보
통 때에는 부드럽고 약한 힘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다가도,높은 온도의 음식을 섭
취할 때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치열교정의 초기 단계인 alignment,leveling
에서부터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Fukuizumi등,1999;Kim 등,1998).
고온상인 오스테나이트상과 저온상인 마르텐사이트상 간의 상 변태에 의하여

발생되는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는 NiTi합금 내부의 결정 구조 변화로 인하여
나타난다.니켈과 티타늄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3세대 NiTi선재의 결정 구
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그 배열이 바뀌게 되는데,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
는 오스테나이트 결정 구조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마르텐사이트 결정
구조 사이에 생기는 상 변태는 서로 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Khier등,1991).
고온에서는 입방정계의 체심입방격자 또는 면심입방격자의 구조적 상태인 오스테
나이트상으로서 강도가 높아 변형이 일어나기 어렵지만,저온에서는 조밀육방격자
의 구조적 상태인 마르텐사이트상으로서 연성이 풍부하여 변형이 일어나기 쉽다



-24-

(박과 권,1995;이 등,2003;Santoro등,2001).
구강 내 환경에서 낮은 강성률,높은 탄성률,초탄성 및 형상기억효과를 발휘하

는 이상적인 치과교정용 선재인 3세대 NiTi선재를 임상 교정 영역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선재의 물리적 특성과 내식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NiTi합금은 치
과교정 분야 이외에 정형외과,심장내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기구에
도 사용되고 있으나,높은 니켈의 함량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
이다 (Oh등,2002).니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를 발휘하
는 3세대 NiTi선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생체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iTi선재의 조성 분석 결과,2N,3G,3N에서는 니켈과 티타

늄의 원자비가 비슷하였으나,2O에서는 니켈의 원자함량이 56.86%로 다른 선재에 비
하여 높았다 (Table3).한편,3C에서는 구리의 원자함량이 4.82%로 다른 선재에 비하
여 그 함량이 상당히 높았고,구리는 그 함량만큼 니켈을 대체하였다.Gil과 Planell
(1999)은 NiTi합금에 구리를 소량 첨가 할 경우에는 이력현상이 감소하고,상 변태
온도가 낮아지며,하중 제거 곡선의 경사도도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각 NiTi선재의 결정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시행하였다.X-

선 회절 분석은 모든 물질이 X-선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각도의 회절 무늬
(diffractionpattern)를 만들기 때문에 물체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의 변태나 원소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이번 실험 결과,모든 선재에서
회절각 42.5°부근에서 (110)면의 주된 입방정 회절선인 오스테나이트상만이 관찰되었
다 (Fig.4).따라서 선재의 상 분석 결과 하나의 주된 입방정 회절선이 나타난 점은
인발 공정에 따라 결정면이 우선 방위를 가지면서 일방향성의 조직 (texture)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이 등 (2003)은 NiTi합금의 X-선 회절 분석에서 오스테나이트상이
회절각 43°부근에서 (110)면의 강한 피크로 나타나고,마르텐사이트상이 회절각
38.5°부근에서 (101)면의 약한 피크로,또는 회절각 44°부근에서 (002)면의 다소
강한 피크로 나타날 수 있으나,교정용 선재의 경우에는 가공하는 과정에 따라 결정면
이 preferredorientation되어 대부분의 경우 (110)면의 피크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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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상태 관찰 결과,3세대 선재인 3G,3C,3N은 세로줄 무늬를 보였는데 이는
선재의 인발 방향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2O와 3N의 얼룩진 형태는 가공 후
산화 스케일을 제거하고 남은 흔적으로 판단된다.Kusy와 Whitley(1997)와 Vaughan
등 (1995)은 치과교정용 선재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 마찰력이 증감할 수 있다고 하
였다.2N은 2O,3G,3C,3N에 비하여 표면이 매끄러워 교정력 발휘 시 마찰력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5).
시차주사열량계 (DSC)는 온도 함수에 따른 물질의 흡열 및 발열 전이를 측정

하는 것으로 3세대 NiTi선재의 에너지 변화 과정을 측정하여 3세대 NiTi선재의
상 변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냉각 시에는 오스테나이트상이 마르텐사
이트상으로 변태하면서 발열 피크가 나타나고,승온 시에는 마르텐사이트상이 오
스테나이트상으로 변태하면서 흡열 피크가 나타난다.이러한 3세대 NiTi선재의
상 변태는 TTR(transitiontemperaturerange)이라는 특별한 온도 범위에서 일어
난다.TTR은 Ms,Mf,As,Af의 상 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구간을 말한다.DSC곡
선을 통해서 특정 온도에서 합금의 상을 확인할 수 있다.실험 결과를 보면,각 선
재의 Af는 28.1～37.1℃의 범위에 있었으며,2O에서 가장 낮았고,3G에서 가정 높
았으며,구강 내 환경에서 선재는 대부분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Table4).3G와 3C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Af는 37℃와 35℃이었
으나,이 실험에서는 37.1℃와 33.3℃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Chen 등
(1992)은 originalChineseNiTi와 ORMCO 사의 CopperNi-Ti의 상 변태 온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이는 제조과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치과교정용 NiTi
선재의 상 변태 온도는 NiTi합금의 조성,미량 원소 첨가,가공 방법,열처리 방
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현재까지 기존의 NiTi2원계 합금에 제
3의 원소를 첨가하여 선재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현재
상품화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제 3의 원소로 Fe,Al,Cr,Co및 V 등을 첨가
하면,Ms가 감소하고 강성률은 증가하며,Pt와 Pd를 소량 첨가하면 Ms가 감소하
지만 다량 첨가하면 Ms가 350℃까지 증가한다.오 등 (2001)은 NiTi합금에 Ag
를 첨가한 결과 As가 상승하고 내식성이 향상되었으나,일정량 이상을 첨가하였을
때에는 내식성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합금 원소의 첨가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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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방법이나 열처리 변화는 상 변태 온도나 형상의 회복성,탄성 회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한 예로,형상기억효과를 주기 위하여 400～500℃에서 합금의
크기에 따라 10～100분간 열처리를 하여 주는 방법이 있고,200～300℃에서 열처
리를 할 경우에는 성형가공이 용이하고 복잡한 형상을 기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형상 회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합금 원소의 조절,가공 방법의 최적
화,열처리의 제어를 통하여 기존 재료의 특성을 개선하면 3세대 NiTi선재의 적
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NiTi선재의 물리적 특성은 주로 3점 굴곡시험으로 평가하는데,3점 굴곡시험

은 재현성이 뛰어나 각종 연구들 사이에 비교가 용이하다 (Miura 등,1986;
Tonner와 Waters,1994;Yoneyama등,1993).한편,Airoldi등 (1997)과 Moore
등 (1999)및 Volchansky와 Cleaton-Jones(1994)는 하루 중 구강 내의 온도 변화
의 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하루 내내 구강 내의 온도 변화의 폭은 비
교적 컸지만,24시간 가운데 19시간 정도는 33～37℃의 범위가 유지되었다고 보
고하였다.Ibe와 Segner(1998)는 35℃에서 3세대 NiTi선재에 대한 3점 굴곡시
험 결과를 보고한 반면,Nakano등 (1999)은 37℃에서 3세대 NiTi선재에 대한
3점 굴곡시험 결과를 보고하였으며,Iijima 등 (2002)과 Fischer-Brandies 등
(2003)은 22℃와 37℃ 및 60℃의 3개 온도로 나누어 3세대 NiTi선재에 대한 3
점 굴곡시험 결과를 보고하였다.이번 연구에서는 27℃와 37℃에서 3점 굴곡시
험을 하였다 (Fig.7～9,Table5,6).
NiTi선재의 하중-변위 곡선을 보면,Fig.3과 같은 특징적인 곡선 형태가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다.하중-변위 곡선에서 마르텐사이트상이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상 변
태하는 평탄구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Gurgel등,2001).이 평탄구간에서는 변형
량이 증가하여도 거의 일정한 하중을 발휘하여 치아에 일정한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된다.그러나 실제 구강 내에서 발휘되는 교정력은 선재와 브라켓 사이의 마찰,결찰
방법,브라켓 사이의 거리,구강 내 온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Rock과
Wilson,1988).또한 3세대 NiTi선재의 강성은 구강 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다 (Filleul과 Jordan,1997).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일으키는 임계 응력의 온도 의존성은 Clau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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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eyon의 관계식 dσ/dT=△H/Tε을 따르는데 여기서 σ는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
트 변태를 일으키는 응력,T는 온도,△H는 상 변태 엔탈피,ε는 변형률이다
(Kawashima등,1999).3점 굴곡시험 결과,27℃에서 하중 제거 시의 하중-변위
곡선과 37℃에서 하중 제거 시의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하였을 때,2N,3G에서
는 변위량 0.5㎜와 2.0㎜ 구간에서 동일한 변위량에 있어서 27℃에서 37℃로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하중의 증가가 유의하였다 (p<0.05).Kawashima등 (1999)
은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일으키는 응력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것은 오스테나이트상이 더욱 안정화되어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일으키는 초
기 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하중 제거 시 3세대 선재인 3G,3C 및
3N은 2세대 선재인 2N 및 2O와 비교하여 온도가 27℃일 때는 변위량 1.5～2.5
㎜ 구간에서,온도가 37℃일 때는 변위량 2.0～2.5㎜ 구간에서 낮은 하중을 나타
내었다 (p<0.05).
부식은 금속의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는 전기화학적 과정으로,금속 이온의 손실이

나 특히 oxidefilm 또는 sulfidefilm의 용해로 발생한다.부동태 피막 (passivefilm)
의 손상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되는데 제조 공정,열처리 과정,금속의 마모,주변 환경
의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한 조성을 가진 금속이라도 부식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Ewers와 Greener(1985)는 구강 내 특성에 관한 보고에서 부식 실험 조건의 기준
이 되는 구강 내 전위는 -58㎷ (SCE)에서 212㎷ (SCE)이고 pH는 6.1에서 7.9이며
비자극성 타액의 전위는 -17㎷ (SCE)에서 152.5㎷ (SCE)라고 하였으며,이는 측정
점과 치주 조직 건강도 및 장착물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구강 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속과 합금의 수용성 부식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다.타액은 전해질 역할을 하여 부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속 간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물 역할을 담당한다.또한 미생물이 만들어
낸 유기산과 효소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구강 내에 상주하는 균주가 부식을 증가시
키기도 한다.그리고 낮은 산도,급격한 온도 변화,치태,단백질 등이 부식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선재의 기본적인 내식성 평가를 위해 동전위 분극 실험과 정전위 분

극 실험을 시행하였다.동전위 분극 곡선을 통해 인공 타액 내에서 합금의 부동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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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밀도,부식 전위,공식 전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료의 내식성을 평가할 수 있었
다.부동태 전류 밀도가 낮다는 것은 실험 환경 내에서 부동태 피막이 안정하여 부식
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공식 전위는 실험 용액 내에서 전위 상승 또
는 공격성 이온에 의해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공식이 발생하는 전위이다.인공 타액
내에는 부동태 피막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성 음이온인 염소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태 피막은 특정 전위에서 공식이 발생할 수 있다.다시 말해 공식 전위가 높다는
것은 공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전위 실험 결과,2N은 인공 타액 내에서 내식성이 좋지 않았으며,2O,3G,3C

및 3N과 비교하여 부동태 전류 밀도가 1000배 이상 높았다.2O는 3G,3C와 유사한
부동태 구간을 형성하였으며,약 400㎷ (SCE)에서 공식이 발생하였다.3세대 NiTi
선재인 3G와 3C는 인공 타액 내에서 안정된 부동태 거동을 보여 주었고,반면에 3N
은 인공 타액 내에서 부동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였다.전위
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부식 (generalcorrosion)
이 일어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정전위 실험 결과를 보면,모든 선재가 10-7A/㎠ 이
하의 안정한 정전위 전류 밀도를 나타내었다.NiTi합금의 우수한 내식성은 표면 위에
형성되는 매우 안정한 TiO2에 기인한다.산화층의 두께가 반드시 내식성의 향상을 가
져오는 것은 아니며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내식성에 보다 효과적이다.그러나 지속
적인 부식 환경에 노출 시 부동태 피막에 의해 억제된 금속 이온의 용출은 전류 밀도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교정 치료는 2～3년 간 지속되는 특
징이 있고 수년 후에 증상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내식성이 우수한 선재일수록 유익하
다.그러므로 부동태 전류 밀도가 1000배 이상 높은 2N은 니켈금속이온의 유리에 대
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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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구강 내 환경에서 초탄성과 형상기억효과를 발휘하는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
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내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직경이 0.016"인 원형
선재로,2세대 NiTi선재인 G&H 사의 Nickeltitanium archwire,Jinsung 사의
Optimalloy선재 및 3세대 NiTi선재인 BiomaterialsKorea사의 GentleNiTi선재,
ORMCO사의 CopperNi-Ti35℃ 선재,3M Unitek사의 NitinolXL선재를 대상으
로,각 선재의 조성을 분석하고,상 분석,표면 상태 관찰,시차주사열량 측정,27℃와
37℃에서의 3점 굴곡시험 및 내식성 평가를 시행한 후,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조성 분석 결과,치과교정용 NiTi선재의 Ni원자함량 (at%)은 44.34～56.86%의 범
위를 나타내었으며,Optimalloy선재에서 가장 높았고,CopperNi-Ti35℃ 선재에
서 가장 낮았다.

2.상 분석 결과,모든 선재에서 (110)면의 입방정 (cubic)회절선인 오스테나이트상
이 관찰되었다.

3.표면 상태 관찰 결과,Nickeltitanium archwire는 Optimalloy선재,GentleNiTi
선재,CopperNi-Ti35℃ 선재 및 NitinolXL선재에 비하여 표면이 매끄러운 상
태이었다.

4.시차주사열량 측정 결과,각 선재의 오스테나이트 종료온도 (Af)는 28.1～37.1℃의
범위에 있었으며,Optimalloy선재에서 가장 낮았고,GentleNiTi선재에서 가장 높
았으며,구강 내 환경에서 대부분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예측되었다.

5.3점 굴곡시험 결과,하중 제거 시 3세대 선재인 GentleNiTi선재,Copper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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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재 및 NitinolXL선재는 2세대 선재인 Nickeltitanium archwire및
Optimalloy선재와 비교하여 온도가 27℃일 때는 변위량 1.5～2.5㎜ 구간에서,온
도가 37℃일 때는 변위량 2.0～2.5㎜ 구간에서 낮은 하중을 나타내었다 (p<0.05).

6.인공 타액 내에서의 내식성 평가 결과,GentleNiTi선재와 CopperNi-Ti35
℃ 선재는 동전위 실험에서 안정된 부동태 거동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인 GentleNiTi선재와 Copper
Ni-Ti35℃ 선재 및 NitinolXL선재는 치열 교정에 필요한 적절한 물리적 특성
과 안정한 내식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들 3세대 치과교정용
NiTi선재는 초탄성이 있는 2세대 선재에 비하여 구강 내 온도에서 형상기억효과
도 발현되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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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orthodonticappliancesandarchwireshavebeendevelopedforthe
movementofteeth and theminimization ofuncomfortableness.Dueto the
shapememoryeffectandsuperelasticityoftheorthodonticthermodynamicNiTi
archwires,theyhavebeenusedincreasinglysincetheirintroductiontothe
orthodonticspecialtyin1990's.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changes on phys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oforthodonticNiTiarchwires.
Inthisstudy,5kindsofthecommerciallyavailableorthodonticNiTiarch

wires,suchas2kindsofthe2ndgenerationNiTiarchwires(Nickeltitanium
arch wire,Optimalloy)and 3kindsofthe3rd generation NiTiarch wires
(GentleNiTi,CopperNi-Ti35℃,NitinolXL),weretested.Thesizeofthe
wireselectedwas0.016"roundforallthematerials.Ineachwire,chemical
composition, phase analysis, SEM surface image,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three-pointbending testat27 ℃ and 37 ℃ and corrosion
resistancewere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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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studythefollowingkeystatementscanbemade.

1.Asaresultofchemicalcomposition,theatomiccontentsofthenickelionin
thetestedarchwireswererangedfrom 44.34to56.86%.Optimalloywire
hadthehighestvalue,butCopperNi-Ti35℃ wirehadthelowest.

2.Asaresultofthephaseanalysis,allwiresshowedthecubicaustenite
structures.

3.In SEM surface images,thatofNickeltitanium arch wire was more
excellentthantheothertestedarchwires.

4.As a resultofthe differentialscanning calorimetry,austenite finishing
temperaturesofthetestedarchwireswererangedfrom 28.1to37.1℃.
ThatofGentleNiTiwirewasthehighestamongthetestedwires,butthat
ofOptimalloywirewasthelowest.

5.At27℃,loadsofGentleNiTiwire,CopperNi-Ti35℃ wireandNitinol
XL wirewerestatistically lowerthanthoseofNickeltitanium archwire
and Optimalloy wirebetween 1.5and 2.5㎜ deflection in theunloading
process(p<0.05).At37℃,loadsofGentleNiTiwire,CopperNi-Ti35℃
wire and NitinolXL wire were statistically lowerthan those ofNickel
titanium archwireandOptimalloywirebetween2.0and2.5㎜ deflectionin
theunloadingprocess(p<0.05).

6.Asaresultofthecorrosionresistancetestintheartificialsaliva,Gentle
NiTiwireandCopperNi-Ti35℃ wireshowedthestableanti-corrosiv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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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ults,itwas concluded thatallthe 3rd generation
orthodonticNiTiarch wiresusedinthisstudy hadthereasonablephysical
propertiesandthestablecorrosionresistance.Itwasalsorecommendedthat
thesewirescouldbemoreavailableintheorthodontictreatmentthanthe2nd
generationwiresowingtotheshapememoryeffectintheoralenvironment.

Keywords :NiTiarch wire,differentialscanning calorimetry,three-point
bendingtest,corrosion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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