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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치과 교정용 심미 Ni-Ti 선재의 특성 비교

  최근 들어 심미성의 개선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추세가 됨에 따라 보다

심미적인 교정 치료에 대한 교정 환자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교정용 선재 자체

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폴리머를 코팅한 심미 선재의 경우 코팅층의 탈락과 변색으

로 인해 심미성이 저하되고 마찰로 인해 교정 치료의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사용이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 금속 코팅 심미 선재의 경우 폴리머 코팅 선재의 일

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면서 심미적으

로는 우수하지 못한 단점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심미성 코팅 Ni-Ti에

요구되는 성질로는 Ni-Ti 선재에서 중요한 물성인 초탄성의 변화가 적어야 하고 교

정 장치와 선재 간에 발생되는 마찰력의 증가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선재의 일

반적인 사용 기간 동안 심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심미 Ni-Ti 선재의 코팅층 표면 특성 및 물리적 특

성, 심미성 유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2종의 폴리머 코팅 Ni-Ti 선재(Ultraesthetic SE

NiTi Tooth colored arch wire, PG, G&H, U.S.A.; Perfect NiTi coated arch wire,

PH, Hubit, Korea)와 2종의 금속 코팅 Ni-Ti 선재(White wire Sentalloy, MT,

Tomy, Japan;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 Biomaterials Korea, Korea) 그

리고 상기 코팅 Ni-Ti 선재와 동일 직경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4종의 비코팅

NiTi 선재(SE NiTi, NG, G&H, U.S.A.; Nickel titanium arch wire, NH, HUBIT,

Korea; Sentalloy, NT, Tomy, Japan; Gentle NiTi, NB, Biomaterials Korea, Korea)

를 대상으로 하여 각 코팅층의 조성과 NiTi 선재의 상을 분석하고 선재의 표면 상태

를 관찰하였으며, 3점 굴곡 시험과 마찰 시험, 표면 거칠기 시험, 그리고 마찰 후 코

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성 분석 결과, PG와 PH의 코팅층은 동일 계열의 폴리머였으며, MT의 코팅층

은 Au-Rh 합금이었고 MB의 코팅층은 Ag였다.

2. 상 분석 결과 모든 비코팅 선재는 42.5 의〫 (110) 오스테나이트 상을 가지는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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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었으며, PG를 제외한 모든 코팅 선재에서 (110)과 (012) 마르텐사이트상으

로의 상변태가 발생하였다.

3. 표면 상태 관찰 결과, 금속 코팅 선재의 표면은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하여 매끄

럽고 균일한 상태였다. 직경 측정 결과 PG의 직경이 가장 작았으며 PH의 직경이

가장 컸다. 코팅층의 두께는 MT에서 가장 얇았고, PH에서 가장 두꺼웠다.

4. 3점 굴곡 시험 결과, 하중 제거 시의 이완곡선에서 폴리머 코팅 선재는 비코팅 선

재에 비해 낮은 하중값을, 금속 코팅 선재는 비코팅 선재에 비해 높은 하중값을 나

타내었다 (p<0.05).

5. 마찰 시험 결과, 모든 코팅 선재의 동적, 정적 마찰력은 비코팅 선재보다 높았

고,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마찰력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p<0.05).

6.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 비코팅 선재에 비해 코팅 선재의 표면 거칠기가 높았는

데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5), 그 중 MT에서

표면 거칠기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PH에서 가장 높았다. 코팅 선재에서 표

면 거칠기와 마찰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5).

7. 마찰 시험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한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의 표면에

서 상당한 코팅층 소실이 관찰되었고 금속 코팅 선재의 표면에서는 약간의 박리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심미 코팅 NiTi 선재는 물리적 특성 및 표면 특성에서 일반 NiTi

선재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금속 코팅 선재가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우수한 마찰 특성과 표면 특성을 나타낸다. 코팅 선재의 직경에 관계없이 폴리

머 코팅 선재에서 마찰력과 표면 거칠기가 크게 증가한 것과 코팅층의 탈락이 일어

난 것을 고려할 때 구강 내에서 폴리머 코팅 선재 사용 시 마찰력 증가는 더욱 강조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정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치료의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심미성을 개선하기 위해 코팅 재료의 조성과 물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심미 NiTi 선재, 표면 거칠기, 마찰력, 3점 굴곡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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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용 심미 Ni-Ti선재의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김 경 남)

김 금 진

Ⅰ. 서 론

 

최근 들어 심미성의 개선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추세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과 영역에서도 심미적인 영역, 특히 교정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

차 커지고 있으며 치아 교정 환자 수의 증가와 함께 교정 치료 중의 심미성 증대

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보다 심미적인 교정 치료를 위해 교정 장치가 눈

에 띄지 않도록 하는 설측 교정, 투명 교정 등의 치료법이 선호되고 있고 심미적

인 치아 교정 재료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

로 레진 브라켓, 세라믹 브라켓 등의 심미적 교정 브라켓의 개발을 들 수 있다

(Russell, 2005).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금속 브라켓보다 상당히 심미적인 교정 치

료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니켈 티타늄

(Ni-Ti)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교정용 선재를 삽입하게 되면 금속이 많이 노출

되어 심미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선재 자체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선재 표면을

치아색을 띄게 하는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 폴리머를 코팅한 선재가 주

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금속 코팅 선재가 시판되고 있다. 현재 심미 교정용

선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 코팅 선재는 일반적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하

여 TeflonⓇ 입자를 선재 표면에 입힌 후 열처리로(chamber furnace)에서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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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으로 제조되고 있다 (Husmann 등, 2002).

교정용 심미 코팅 선재의 임상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교정 치료에 필

요한 물리적 특성과 마찰력, 표면 특성과 심미성의 유지라 할 수 있다.

교정 치료 시 각 치료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선재를 선택하는 데에는 선재에서

발휘되는 하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브라켓과 선재의 적절한 조합으로 최적의

힘을 치아에 가하여 빠른 치아 이동과 이상적인 조직 반응을 얻는 것은 매우 중

요하며, 약하고 지속적인 교정력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선재의 사용으로 효과적인

치아 이동과 함께 환자의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Proffit, 2000). 1960년대 초

Nitinol이라 불리는 최초의 NiTi 합금이 개발되고 (Buehler, 1963), Andreasen과

Hilleman (1971)이 NiTi 합금이 가지는 초탄성 및 낮은 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임

상적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부터 치과 교정학 분야에 NiTi 선재가 도입된 이래,

NiTi의 계속적인 연구 개발은 교정 장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Burstone

등, 1985; Miura 등, 1986; Nakano 등, 1999). NiTi 선재가 치과교정 영역에 사용

되면서 NiTi 선재의 형상기억 효과와 초탄성, 낮은 강성 등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이상적인 교정 장치로서 치과 교정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교정의

들은 약하고도 지속적인 교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치아 주변 조직에 대한 외

상이나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

(Burstone 등, 1985; Miura 등, 1986). 이 후 다양한 합금을 이용한 선재가 개발

되고 있는데, 이들 중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NiTi는 특히 교정 치료의 초기에 이

상적인 교정 선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심미 코팅 선재는 일반적으로

치료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NiTi에 폴리머 또는 금속 코팅재로 심미 코팅하여 심

미 NiTi 선재로 시판되고 있는데, 현재 코팅 공정 전후에 나타나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한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교정 치료 시 치아를 이동시키는 힘은 브라켓 슬롯과 선재의 접촉면에서 마찰

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마찰력은 치아 이동을 방해하게 되며 교정력이 마찰력보

다 클 때 치아의 이동이 일어나므로 적절한 치아 이동을 위해서는 브라켓과 선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Moore 등, 1999).

브라켓과 선재 사이의 마찰력은 교정 치료 시 치아 이동을 방해하며 (Kus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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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교정력을 50 %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Drescher 등, 1989). Dickson 등

(1994)은 수 종의 초기 선재에 대한 정적 마찰력 시험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가장 높은 정적 마찰력이 측정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반면 Husmann 등

(2002)은 폴리머 코팅 선재의 코팅층에 의해 브라켓과 선재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

하여 마찰로 인한 교정력 소실이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교정 선재의 표면 거칠기는 마찰 특성에 연관되어 특히 활주 기전 사용 시 치아

이동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Bourauel 등, 1998). 또한 부식성과 생

체 적합성, 변색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Kusy 등, 1988; Bourauel 등, 1998;

Fischer-Brandies 등, 2003). Vaughan 등 (1995)과 Kusy와 Whitley (1997)는 표면

거칠기에 따라 마찰력이 증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반면, Prososki 등 (1991)은 수 종

의 선재의 마찰 저항과 표면 거칠기 비교 시 마찰력과 평균 표면 거칠기의 상관관계

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Wichelhaus 등 (2005)은 다양한 코팅 재료에 대

한 연구 결과 선재의 코팅 여부와 표면 거칠기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논한 바와

같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팅 선재의 표면 코팅층 강도와 심미성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구강 내에서

사용 시 폴리머 코팅층의 탈락으로 인한 하부 금속의 노출, 시간과 구강 내 환경

에 따른 변색, 치아 이동 시의 마찰력 증가 등의 단점이 보고되어 왔으며

(Postlethwaite, 1992; Kusy, 1997), Proffit (2000)은 폴리머 코팅층의 강도가 약한

점을 지적하였다. 구강 내 사용 시 폴리머 코팅 선재의 코팅층 탈락으로 마찰력이

크게 증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미성이 더욱 저하되어 오히려 비코팅 선재보다

더 비심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 때문에, 보다 심미적인 교정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현 상황은 심미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폴리머 코팅 선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속 코팅 선재가 개발되었는데 표면 코팅층 강도와 변색

성의 개선 외에 물리적 성질 또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면서 구강 내 장착 시 비코팅 선재에 비해 색상 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아 아직 심미적으로는 우수하지 못한 단점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사용

이 제한되기 때문에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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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되고 있다.

심미성 코팅 Ni-Ti에 요구되는 성질을 정리하면, Ni-Ti 선재에서 발휘되는 하중,

특히 매우 중요한 물성인 초탄성의 변화가 적어야 하고 교정 치료 시에 장치와 선재

간에 발생되는 마찰력의 증가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선재의 일반적인 사용 기

간 동안 심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심미성 코팅

선재에 대한 요구 사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교정 치료 시 보다 심미적이면서도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심

미 Ni-Ti 선재의 코팅층 표면 특성 및 물리적 특성, 심미성 유지 정도를 알아보고자

2종의 폴리머 코팅 심미 Ni-Ti 선재와 2종의 금속 코팅 심미 Ni-Ti 선재, 그리고 상

기 코팅 Ni-Ti 선재와 동일 직경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4종의 비코팅 NiTi 선재

를 대상으로 하여 각 코팅층의 조성과 NiTi 선재의 상을 분석하고 선재의 표면과 단

면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3점 굴곡 시험과 마찰 시험, 표면 거칠기 시험, 그리고 마

찰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여 각 선재와 코팅층의 특성을 비교한 후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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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심미 코팅 Ni-Ti 선재로서 폴리머 코팅 Ni-Ti 선재인 G&H 사

의 Ultraesthetic SE NiTi Tooth colored arch wire (PG)와 Hubit 사의 Perfect

NiTi coated arch wire (PH), 금속 코팅 Ni-Ti 선재인 Tomy 사의 White wire

Sentalloy (MT), 그리고 기존 금속 코팅 선재의 심미성을 개선하고자 연구 개발

중인 금속 코팅 Ni-Ti 선재로서 은(Ag)을 전기 도금하여 심미 코팅한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의 4종을 선택하였다. 또한 상기 코팅 Ni-Ti

선재와 동일 직경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비코팅 NiTi 선재로서 G&H 사의 SE

NiTi (NG), Hubit 사의 Nickel titanium arch wire (NH), Tomy 사의 Sentalloy

(NT), 그리고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의 모재인 Biomaterials Korea

사의 Gentle NiTi (NB)의 4종을 선택하여 총 8종의 상악용 직경 0.016 인치 원형

선재를 사용하였다 (Table 1, Fig. 1).

Code Coating Layer Brand name Manufacturer

NG Non SE NiTi
G&H, U.S.A.

PG Polymer Ultraesthetic SE NiTi Tooth colored

NH Non Nickel titanium arch wire
HUBIT, Korea

PH Polymer Perfect NiTi coated arch wire

NT Non Sentalloy
Tomy, Japan

MT Metal White wire Sentalloy

NB Non Gentle NiTi Biomaterials

Korea, KoreaMB Metal Experimental Ag coated NiTi

Table 1. Dental orthodontic NiTi wires used in this study (0.016" round)



- 6 -

(a) PG

(b) PH

(c) MT

(d) MB

Fig. 1. Coated NiTi archwires (upper) and non-coated NiTi archwires

(NG, lowe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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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코팅층 조성 분석

폴리머 코팅층의 성분은 적외선분광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VERTEX 70, U.S.A.)로 분석하였고, 금속 코팅층의 성분은 에너지 분산 X-선 분

광법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JS-6701F, JEOL, Japan)으

로 분석하였다.

나. 상 분석

각 선재의 상 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

D-Max Rint 2400 model, Rigaku, Japan)를 이용하였다. 상악용 ideal arch form의

양단 직선 부위를 10.0 ㎜씩 자른 15개의 조각을 접착 테이프에 부착하여 판형을 만

들어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각 판형에 대한 X-선 회절 분석은 Cu Target의 Kα선을

이용하여 scan range 20～70°, scan rate 4°/min의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표준 회

절 분석도표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cards, JCPDS

cards)로 해석하였다.

다. 표면 및 단면 관찰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6701F, JEOL, Japan)

으로 각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하였고, 폴리머 코팅 선재의 코팅층 경계면을 촬영

하여 코팅 선재의 모재 직경과 코팅층 두께를 측정하였으며, 금속 코팅 선재는 단면

을 촬영하였는데, 표본 제작 시 선재의 코팅층이 눌러지지 않도록 Cryo 법으로 초저

온 냉각하여 절단, 연마한 후 단면을 촬영하여 코팅 선재의 모재 두께와 코팅층 두

께를 측정하였다.

MB의 적층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Focused Ion Beam (FIB) Milling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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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수 백 나노미터의 두께로 밀링하여 표본을 제작한 후 투과

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관찰하였다.

라. 3점 굴곡 시험

3점 굴곡 시험은 Fig. 2와 같이 만능 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5567, Instron Corp., Massachusett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6.5 ℃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수조를 제작하여 실험 시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각

시편은 5개의 0.016" 상악 ideal arch form의 양단 직선 부위를 30.0 ㎜씩 잘라서

각각 10개씩 사용하였다. 직경 2.0 ㎜의 두 금속봉을 중심거리 14.0 ㎜로 위치시켜

받침을 제작하고, 그 위에 올려놓은 시편 중심부에 직경 2.0 ㎜의 반구형 표면을

갖는 하중봉을 이용하여 1.0 ㎜/min의 cross-head speed로 변위량이 3.0 ㎜가 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고 다시 같은 속도로 변위량이 0.0 ㎜가 될 때까지 하중을 제

거하여, 선재의 변위량에 따른 하중 변화를 측정한 후 평균을 구하여 각 시편의

하중-변위 곡선을 얻었다 (Fig. 3). 모든 통계 분석은 MiniTab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유의성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one 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95 % 신뢰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3-point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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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load-deflection curve of the NiTi archwire.

Load was measured at points of 3.0, 2.0, 1.0 and 0.5 ㎜ deflection

in the unloading process of the load-deflection curves.

마. 마찰 시험

0.016" 상악 ideal arch form 5개의 양단 최대 직선 부위를 45.0 ㎜씩 잘라서 각

각 10개 씩 총 80개의 시편을 사용하였고, 0.018" 슬롯을 가지는 상악 소구치용 금

속 브라켓 (+3˚ Angulation, -7˚ Torque, Micro-arch, Tomy, Tokyo, Japan)을 40

개의 내측 알루미늄 블록 (10 ㎜ × 10 ㎜ × 20 ㎜) 양면 중앙에 하나씩 광중합형

레진 (Transbond XT,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사용하여 총 80 개의

브라켓을 부착하였다. 알루미늄 블록의 접착면에는 중앙을 지나는 십자선을 표시

하여 접착 시 브라켓의 슬롯과 블록의 수직선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실험 전 각

선재와 브라켓을 95 % 에탄올로 세정하고 압축 공기로 건조시켜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였다. 브라켓이 접착된 내측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안된 알루미늄 외

측 블록 (30 ㎜ × 30 ㎜ × 20 ㎜)에 브라켓이 접착된 내측 블록을 삽입하여 나사

로 고정한 후 만능 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Instron 3366, Instron

Corp., Massachusetts, U.S.A.)에 장착된 나사 조절식 고정틀에 연결하였다 (Fig.

4). 선재의 상단을 100 N의 tension load cell에 연결하고 브라켓 슬롯에 선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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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삽입되도록 나사 조절식 고정틀의 위치를 조절한 후, 균일한 결찰력을

위해 고무 결찰 탄성재 (AlastiK, 3M Unitek, Monrovia, CA, USA)을 사용하여

실험 직전에 브라켓과 선재를 결찰하였다. 각 선재를 5 ㎜/min의 속도로 2분 간

10 ㎜를 견인하여 초당 3.6회 씩 마찰력을 측정하였으며, 반복 측정 시 브라켓과

선재의 마모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 측정 시마다 브라켓과 선재를 교체하

였다.

초기 견인 시작 시 발생한 최고 마찰력을 정적 마찰력으로 측정하였고, 정적

마찰력 도달 이후의 시점에서부터 마찰 시험 종료 시점까지 측정한 마찰력의 평

균값으로 동적 마찰력을 계산하여 각 선재의 정적 마찰력과 동적 마찰력의 평균

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각 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MiniTab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유의성 분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95 % 신뢰 수준에서 시행하였다.

Fig. 4. Testing machine, bracket and wire assembly, and force 

            measu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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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면 거칠기 시험

각 선재의 광학적 표면 거칠기를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Nanowizard II, JPK Instruments, Berlin, Germany)의 Tapping 모드를 사

용하여 x, y 축 방향으로 3.9 ㎚, 수직방향 0.1 ㎚의 최대 해상도로 각 선재에서

10 ㎛2 넓이의 세 부위를 촬영하여 표면 상태를 확인하고 평균 광학적 표면 거칠

기인 Ra,AFM 값을 측정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Fig. 5), 산술적 표면

거칠기를 접촉식 표면측정기 (Profilometer, Taylor Hobson Precision Instrument,

Taylor Hobson, Leicester, UK)를 사용하여 직경 5 ㎛의 철필(contact stylus)을 6

mN의 힘과 1 ㎜/min의 일정한 속도로 5 ㎜ 이동시키며 각 선재에서 세 부위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후 평균 산술적 표면 거칠기인 Ra 값과 최대 표면 거칠기인

Rmax 값을 측정한 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AFM는 나노 단위의 측정

값이고 Profilometry는 마이크로 단위의 측정값이므로 AFM의 측정값을 마이크로

미터 단위로 환산하여 두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 마찰 후 표면 상태 관찰

마찰력 측정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6701F, JEOL, Japan)으로 관찰하였다.

 Fig. 5. Principle of atomic force microscopy.



- 12 -

Ⅲ. 연구결과

1. 코팅층 조성 분석

폴리머 코팅층을 FT-IR로 분석한 결과 두 코팅층은 carboxylate 기 (WN 1700)

와 벤젠 고리 (WN 1500)를 가지고 있는 동일 계열의 폴리머이며, PH보다 PG의 코

팅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벤젠 고리가 중합되어 있었다 (Fig. 6).

금속 코팅층을 EDS로 분석한 결과 MT의 코팅층은 Au-Rh 합금이었으며 MB의

코팅층은 Ag 이었다 (Table 2,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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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G

(b) PH

Fig. 6. FT-IR results of polymer coat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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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T

(b) MB

Fig. 7. EDS results of metal coating layer.

Code Element Wt.% Total(%)

MT

C 17.70

100.00
O 11.69

Rh 55.67

Au 14.94

MB
C 2.13

100.00
Ag 97.87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coating layers of MT and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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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분석

상 분석 결과 모든 비코팅 선재는 회절각 42.5° 부근에서 면지수 (110) 면의 입방

정 (cubic) 회절선인 오스테나이트상이 관찰되었으며, 코팅 선재에서는 PG를 제외한

모두에서 회절각 38.5° 부근에서 면지수 (110) 면의 마르텐사이트상과 회절각 45.0°

부근에서 면지수 (012) 면의 마르텐사이트상이 관찰되어 상변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

(a) NG (b) PG

(c) NH (d) PH

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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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T (f) MT

(g) NB (h) MB

Fig. 8.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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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 및 단면 관찰

SEM으로 선재의 표면을 150배 확대하여 촬영한 표면 상태 관찰 결과는 Fig. 9와

같다. 비코팅 선재의 표면 관찰 시 NG는 전반적으로 균일한 표면에 세로줄 무늬를

보였고 NH는 전반적으로 균일한 표면에 부분적으로 표면 결함이 나타났으며, NT는

미세한 세로줄 무늬가 전면에 관찰되었고 NB는 비균일하게 보였다. 코팅 선재의 경

우 PG는 표면이 균일하게 보였고 PH는 구상 입자로 거칠게 보였으며, MT는 균일

한 표면에 NT와 유사하게 미세한 세로줄이 나타났고 MB는 비균일한 표면을 나타

내었다.

각 선재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비코팅 선재 중에서는 NG와

NT의 직경이 동일하게 404 ㎛로 가장 작았고 NH의 직경이 424 ㎛로 가장 컸으

며, 코팅 선재 중에서는 PG의 직경이 398 ㎛로 가장 작았고 PH의 직경이 476 ㎛

로 가장 컸다. 코팅 선재의 모재 두께를 측정한 결과 PG의 직경이 358 ㎛로 가장

작았고, PH에서 424 ㎛로 가장 컸으며 표면에 원형의 요철 부분이 관찰되었다. 코

팅층의 두께는 MT에서 1 ㎛로 가장 얇았고, PH에서 26 ㎛로 가장 두꺼웠다

(Fig. 10).

TEM 촬영 결과, MB의 모재와 코팅층 사이에 약 250 ㎚ 두께의 백금층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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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G (b) PG

(c) NH (d) PH

Fig. 9. SEM surface image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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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T (f) MT

(g) NB (h) MB

Fig. 9. SEM surface image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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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G (b) PH

(c) MT (d) MB

Fig. 10. SEM surface images of th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and

images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the metal coated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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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layer
(Ag)

Inter-layer
(Pt)

Matrix 
(NiTi)

250nm

Coating layer
(Ag)

Inter-layer
(Pt)

Matrix 
(NiTi)

250nm

Coating layer
(Ag)

Inter-layer
(Pt)

Matrix 
(NiTi)

Coating layer
(Ag)

Inter-layer
(Pt)

Matrix 
(NiTi)

250nm

Code
Diameter of

archwire (㎛)

Diameter of

NiTi matrix (㎛)
Coating layer(㎛)

NG 404 - -

PG 398 358 20

NH 424 - -

PH 476 424 26

NT 404 - -

MT 406 404 1

NB 414 - -

MB 434 414 10

Table 3. Mean diameter of archwires and NiTi matrix and

thickness of the coating layer

Fig. 11. TEM image of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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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점 굴곡 시험

각 선재의 3점 굴곡 시험 결과는 Fig. 12와 같다. 하중-변위 곡선의 이완 곡선에서

변위량 3.0, 2.0, 1.0, 0.5 ㎜에 따른 하중을 측정하였고 (Fig. 13), 변위량 1.0 ㎜에서

2.5 ㎜ 사이의 수평 구간에서 하중-변위의 선형 회귀 곡선을 구하여 하중/변위 비율

과 평균 하중값을 계산하였다 (Fig. 14).

하중 제거 시 변위량 3.0, 2.0, 1.0, 0.5 ㎜에 따른 하중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위

구간에서 PG의 하중값이 가장 낮았고 NH의 하중값이 가장 높았으며, P value 검정

결과 P<0.05 이므로 95 % 신뢰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제조사의 코팅 선재와 비코팅 선재의 하중값 차이를 비교한 결과 NG와 PG, NH와

PH의 비교 시 모든 구간에서 코팅 선재인 PG와 PH에서의 하중값이 유의하게 낮았

으며 NT와 MT, NB와 MB의 비교 시 NT와 MT는 0.5 ㎜ 변위 구간에서, NB와

MB는 2.0 ㎜ 변위 구간에서의 하중차가 유의하지 않았고 (p>0.05), 이를 제외한 모

든 변위 구간에서 코팅 선재인 MT와 MB에서의 하중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이완 곡선의 수평 구간에서 회귀 곡선의 기울기로 하중/변위 비율을 비교

한 결과 PH에서 0.277로 가장 높았으며 PG에서 0.1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선재

의 코팅 공정 전후 기울기 변화를 비교한 결과 NH는 0.154, PH는 0.277로 코팅한

PH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5), 이 외의 모든 선재에서 코팅 시 기울기가 감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p>0.05). 동 구간에서의 평균 하중값은 NH에서 1.15

N으로 가장 높았으며 NT에서 0.58 N으로 가장 낮았다. 코팅 공정 전 후의 평균 하

중값 비교 시 NG와 PG, NH와 PH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0.05), NT와

MT, NB와 MB에서는 하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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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G / PG

(b) NH / PH

Fig. 12. Load-deflection curve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at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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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T / MT

(d) NB / MB

Fig. 12. Load-deflection curves of the tested NiTi arch wires at 36.5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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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ad (N) at the point 0.5, 1.0, 2.0 and 3.0 ㎜ deflection

in the unloa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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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gression curve between 1.0 and 2.5 ㎜ deflection in the

unloading process (N = average value of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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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찰 시험

가. 평균 정적 마찰력의 비교

평균 정적 마찰력의 평균값과 통계처리 결과는 Fig. 15와 같다.

각 선재의 평균 정적 마찰력은 NT의 82.2 N에서 PH의 261.1 N 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각 평균값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모든 코팅

선재에서 비코팅 선재보다 정적 마찰력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p<0.05). 비코팅

선재 중에서는 NT가 82.2 N으로 가장 낮은 정적 마찰력을 나타내었고 코팅 선

재 중에서는 MT가 119.0 N으로 가장 낮은 정적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코팅 선

재와 비코팅 선재의 평균 정적 마찰력 변화 비교 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NH-PH였고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것은 NT-M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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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the mean static fric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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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균 동적 마찰력의 비교

평균 동적 마찰력의 평균값과 통계처리 결과는 Fig. 16과 같다.

각 선재의 평균 동적 마찰력은 NT의 69.7 N에서 PH의 211.7 N 까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각 평균값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모든 코팅

선재에서 비코팅 선재보다 동적 마찰력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 (p<0.05). 비코팅

선재 중에서는 NT가 69.7 N으로 가장 낮은 동적 마찰력을 나타내었고 코팅 선

재 중에서는 MT가 89.3 N으로 가장 낮은 동적 마찰력을 나타내었다. 코팅 선

재와 비코팅 선재의 평균 동적 마찰력 변화 비교 시, 가장 큰 편차를 보인 것은

NH-PH였고 가장 적은 편차를 보인 것은 NT-MT였다.

Fig. 16. Comparison of the mean kinetic frictio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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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면 거칠기 시험

각 선재의 AFM 촬영 결과는 Fig. 17과 같고 Profilometry 측정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AFM을 이용한 광학적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인 Ra,AFM 값과

Profilometry를 이용한 산술적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인 Ra 값을 마이크로미터 단

위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Fig. 18). 두 측정법 모두에서 비코팅 선재의 평균 표

면 거칠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05) 코팅 선재의 평균 표면 거칠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5), 그 중 MT에서 Ra,AFM 값은 375 ㎚, Ra 값은

0.2739 ㎛로 표면 거칠기가 가장 낮았고 PH에서 Ra,AFM 값은 780 ㎚, Ra 값은

1.9223 ㎛로 가장 높았다. 코팅 선재와 비코팅 선재의 평균 표면 거칠기 비교 시

코팅 선재의 평균 표면 거칠기가 비코팅 선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금속 코팅 선

재에서는 비코팅 선재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p>0.05) 폴리머 코팅 선재

에서는 유의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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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G (b) PG

(c) NH (d) PH

Fig. 17. AFM surface image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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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T (f) MT

(g) NB (h) MB

Fig. 17. AFM surface images of the tested NiTi archwir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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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rithmetic mean surface roughness (Ra) and maximum

surface roughness (Rmax) of the NiTi archwires

Code Ra (㎛) Rmax (㎛)

NG 0.0896 0.4587

PG 0.8864 5.5635

NH 0.1218 0.9944

PH 1.9223 10.7090

NT 0.1894 1.9441

MT 0.2739 2.8094

NB 0.1707 2.1591

MB 0.3694 4.1685

Fig. 18. Arithmetic mean surface roughness (Ra) and optical

mean surface roughness (Ra,AFM) of the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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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찰 후 표면 상태 관찰

마찰 시험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

의 표면에서 상당한 코팅층 소실이 관찰되었고 금속 코팅 선재의 경우 약간의 코팅

층 박리가 관찰되었다 (Fig. 19).

(a) PG (b) PH

(c) MT (d) MB

Fig. 19. SEM surface images showing the deterioration of the coating layer

of the coated archwires after fric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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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1920년대에 E. H. Angle에 의해 에지와이즈 시스템이 소개된 이 후 교정 치료 영

역에서는 치아에 부착된 브라켓과 선재를 결찰함으로서 교정 선재가 가하는 힘을

치아에 전달하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 적절한 힘을 치아에 가하여 빠른

치아 이동과 최적의 조직 반응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임상가들은 생물학

적 치아 이동을 목표로 하며, 이는 강성이 낮은 선재와 지속적인 낮은 힘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임상 교정 영역에서 심미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코팅 NiTi 선

재를 평가함에 있어 구강 내 환경에서 낮은 강성률, 높은 탄성률, 초탄성 및 형상기

억효과로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상적인 치과 교정용 선재인 NiTi 선재

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비교와 교정 치료 시 치아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에 대한 비

교는 코팅 표면과 재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미 NiTi 선재의 코팅 층에 대한 조성 분석 결과 PG와 PH

의 코팅층은 동일 계열의 폴리머였고, MT의 코팅층은 Au-Rh 합금이었으며 MB의

코팅층은 Ag로 확인되었다.

상 분석 결과 모든 비코팅 선재는 (110) 오스테나이트상이 관찰되었으며, PG를

제외한 모든 코팅 선재에서 (110) 마르텐사이트상과 (012) 면의 마르텐사이트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코팅 공정을 거치면서 가해지는 열에 의해 오스테나이트상에서

마르텐사이트상으로의 상변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 관찰 결과 폴리머 코팅층의 표면이 불규칙한 것에 비해

금속 코팅층의 표면 상태가 균일하였다. 코팅 선재와 비코팅 선재의 직경을 비교한

결과, 직경 0.016 인치의 코팅 선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직경 0.0134 인치의 얇은 모

재를 사용함으로서 비코팅 선재인 NG보다 코팅 선재인 PG의 직경이 작았던 것을

제외한 모든 선재군에서 코팅층 두께로 인해 코팅 선재의 직경이 증가했으며, 폴리

머 코팅층의 두께가 금속 코팅층의 두께보다 두꺼웠다. PH의 경우 코팅층 하부의

모재 표면 전체에 걸친 음형 요철부가 관찰되는데,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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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하부 기질 간의 접착력이 증가한다는 Burke 등 (2008)의 보고를 고려할 때 이

는 폴리머 코팅층과 NiTi 선재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선재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MB의 단면을 TEM 촬영한 결과 250 ㎚ 두께의 Pt 코팅층이

중간층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모재와 코팅층간의 접착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것이다.

교정용 선재의 물리적 특성은 3점 굴곡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시험으로

치아 이동의 생물학적인 양상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중- 변위

속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임상 상태와 비슷한 시뮬레이션 실험이 가능하고 초탄성

선재의 선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Krishnan과 Kumar, 2004). 또한 횡방향과 종

방향 변위 모두에서 선재의 거동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Kapila와

Sachdeva, 1989), 재현성이 뛰어나 연구들 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Miura 등, 1986;

Tonner와 Waters, 1994; Wilkinson 등, 2002).

교정영역에서 사용되는 NiTi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초탄성 효과는 교정 치료 초

기에 치아의 이동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성질로서, Af 점 (austenite finishing

temperature) 이상의 온도에서 응력을 가할 때 마르텐사이트상의 발생과 소멸이 가

역적으로 일어나 비교적 강한 부하에도 영구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성질이다

(Miura 등, 1986). 즉, 외부에서 응력이 가해지면 오스테나이트상과 마르텐사이트상

의 평형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열역학적으로 마르텐사이트상이 더 안정해지기 때문

에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며 역으로 응력을 제거하면 평형온도가 낮아지므로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트가 소멸되면서 오스테나이트상으로 다시 변태하여 원형으로 회복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결정학적으로 가역성을 유지하

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원자의 미끄러짐 (slip)에 의해 일어나는 변형이 아니라 원

자가 개별적으로 연대하여 방향을 바꿈으로써 전체의 변형이 일어나므로, 원자의 장

거리 확산 없이 인접 원자 간의 연결은 변하지 않는 무확산 변태를 하기 때문이다

(최, 1992). 보통의 금속이라면 소성 변형이 일어날 정도의 큰 힘을 가해 변형시켜도

변형력을 제거하면 고무처럼 원래의 모양으로 회복하는 초탄성 합금으로 제조된 선

재의 하중-변위곡선을 보면 변위량이 증가하여도 하중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일정

한 수평 영역을 갖는 Fig. 3과 같은 곡선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곡선에서 마르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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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상이 오스테나이트상으로 상 변태하는 수평 구간은 치과 교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Khier 등, 1991; Gurgel 등, 2001). 수평 구간에서는 선재의 변형량이

증가하여도 치아에는 거의 일정한 힘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며, 생리적이고 효과적

인 치아 이동을 위한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때 발휘되는 힘이

약할수록 교정 치료에 유리하다. 실제 임상에서 치아에 적용되는 교정력은 선재의

크기와 종류, 결찰 방법, 선재와 브라켓 사이의 마찰력, 브라켓 간의 거리, 구강 내의

온도 변화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Rock과 Wilson, 1988;

Wilkinson 등, 2002; Sakima 등, 2006; 김 등, 2007).

Wilkinson 등 (2002)은 22 ℃, 35.5 ℃ 그리고 44 ℃의 3 가지 온도에서 수 종의

NiTi 선재에 대한 3점 굴곡 시험 결과 각 온도에서의 하중차가 유의하였음을 보고

하였고, Fischer-Brandies 등 (2003)은 22 ℃, 37 ℃ 그리고 60 ℃의 3 가지 온도에서

수 종의 NiTi 선재에 대한 3점 굴곡 시험 결과 온도가 상승할수록 초탄성 구간에서

의 하중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기존의 냉간가공 선재와 달리 매우 온도에 의

존적이므로 적절한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온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Mallory 등 (2004)은 37 ℃에서 NiTi 선재에 대한 3점 굴곡 시험 결과를 보고하였고,

Moore 등 (1999)은 하루 중 구강 내 온도 변화의 폭에 대한 연구 결과, 온도 변화의

폭은 비교적 컸지만 33～37 ℃의 범위가 24 시간 중 19 시간 정도 유지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는 36.5 ℃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3점 굴곡 시험을 하였다.

3점 굴곡 시험 결과 모든 선재는 부하 초기에는 직선형 거동을 보이다가 마르텐사

이트 변태가 시작되는 임계 응력 이상의 응력이 부하된 이후 초탄성 거동을 나타내

었고, 응력이 제거되면 마르텐사이트 상이 불안정해져 다시 오스테나이트상으로 회

복되면서 특징적인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초탄성 선재의 하중-변위 곡선에

서 응력을 가할 때와 제거할 때 나타나는 하중의 차이를 물리적 이력 현상이라 하는

데, 응력 제거 시의 이완 구간에서 더 낮은 하중을 나타내는 것은 교정 치료 시 선재

를 치아에 결찰할 때 요구되는 힘보다 치주 조직에 전해지는 힘이 적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시험에서는 교정 치료 시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하중 제거 시의 이완 곡

선에 중점을 두고 하중값을 측정하였다.

NiTi의 물리적 성질은 제조사에 따라 조성, 제조 방법, 열처리 공정 등의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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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나며 (Thayer 등, 1995; Nakano 등, 1999), 각 선재의 하

중 비교 시 모든 변위 구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폴리머 코팅 선재의 경우 PG와 PH

모두 비코팅 선재에 비해 하중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폴리머 코팅 공정

시 동반되는 열처리 과정과 PG의 모재 직경 차이 및 PH의 코팅 공정 전 모재에 대

한 표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물성이 약화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사료된다.

모든 변위 구간에서 PG의 하중이 가장 낮았던 것은 PG의 코팅 후 직경을 0.016 인

치 (406 ㎛)로 제조하기 위하여 직경이 작은 0.0134 인치 (358 ㎛)의 모재를 사용하

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NG와 PG의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해 보면 초기 직선 구

간에서의 하중값과 최고 하중값, 초탄성 구간에서 응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하중값

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초탄성 구간에서 응력을 제거할 때의 하중값 차이는 크

지 않다. 이는 NiTi 선재의 직경과 굽힘 강성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으며 특히

이완 구간에서의 하중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보고한 Garrec 등 (2004)의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일반적인 선재의 경우 직경과 강성은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NiTi

와 같은 초탄성 선재의 경우에는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해 탄성 계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선재의 직경 증가의 영향보다는 탄성 계수

저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조성 분석 상 PH의 코팅층보다 무겁고 뻣뻣

한 특성을 가진 PG의 코팅층의 영향으로 PG의 하중값이 PH보다 높을 가능성을 유

추할 수 있으나, 하중값 비교 시 코팅층의 영향보다는 PG의 모재 직경 감소가 더 직

접적으로 하중값 감소에 영향을 미쳐 PG의 하중값이 더 낮았으므로, 코팅층의 조성

차에 의한 영향은 평가할 수 없었다. 금속 코팅 선재의 경우 MT와 MB 모두 비코팅

선재에 비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하중값이 증가하였는데 교정 치료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편차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이는 코팅층 두께로 인한 직경 증

가와 코팅층으로 인해 강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PG의 경우 직경이 작은 모

재를 사용함으로서 낮은 하중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금속 코팅 선재 제조 시 직

경이 약간 작은 모재를 사용하여 금속 코팅층으로 인한 하중 증가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NiTi의 하중을 조절하기 위한 제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코팅 선재의 하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완 곡선의 초탄성 영역에서 변위에 따른 하중값의 변화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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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변위의 선형 회귀곡선을 구하여 기울기 값과 평균 하중값을 비교하였다. 기울

기가 낮을수록 초탄성 영역에서 변위에 따른 하중의 변화량이 가장 안정적이어서

교정 치료 중에 균일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평균 하중값

이 낮을수록 약한 힘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코팅 선재 중 PG에서 두 값 모두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모재 직경이 작은 것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코

팅 선재 중에서는 MT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어 치아 이동 시에 균일하고 지속적

인 약한 힘, 즉 이상적인 교정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마찰력이란 물체가 다른 물체의 표면에 접하여 움직일 때 그 운동을 저지하려는

힘이 접촉면을 따라 작용하는 저항력이다 (Rabinowicz, 1965). 마찰력은 정적 마찰

력와 동적 마찰력으로 구분되는데 정적 마찰력은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이동을 시

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며, 동적 마찰력은 일정한 속도로 다른 물체 위를 이

동 중인 상태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을 극복하고 이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힘이

다. 일반적으로 동적 마찰력보다 정적 마찰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치아 이동

을 위해 교정력을 가하면 브라켓과 선재의 접촉면에서 마찰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

해 교정력이 상당히 소실된다 (Stoner, 1960). Kusy와 Whitley (1999)에 의하면 마

찰력으로 인해 소실되는 교정력은 12 - 60 %에 이르며,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시

의 고정원 소실을 초래할 수 있다. Husmann 등 (2002)은 동일 제조사의 비코팅 선

재와 코팅 선재의 마찰력에 의한 교정력의 소실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종류의 코팅

선재에서 비코팅 선재에 비해 교정력 소실이 감소하였으며 각 선재에서 마찰에 의

해 48.3 - 6.1 %의 교정력 소실이 측정되었는데, 폴리머 코팅의 경우 교정력 소실은

10 % 미만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Dickson 등 (1994)은 수 종의 초기 선재

에 대한 정적 마찰력 시험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가장 높은 정적 마찰력이 측

정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브라켓과 선재 간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브라켓과 선재의 종류와 크기, 표면 상태, 선재 단면의 형태, 브라켓과 선

재 사이의 공극, 브라켓과 선재간의 경사도, 하중, 토크, 결찰 방법, 인접 브라켓 간

의 거리, 타액의 유무, 구강 내 환경 등이 있다 (황 등, 1989; 성 등, 1991; Dickson

등, 1994; 신 등, 1998; Kapur 등, 1998; 한 등, 2001; Cacciafesta 등, 2003; Moore 등,

2004; Nishio 등, 2004; Cha 등 2006). 이 중 교정용 선재의 크기가 마찰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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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관한 Garner (1986), 성 등 (1991), Michelberger 등 (2000)의 연구를 살펴보

면 교정용 호선의 직경이 클수록 마찰력이 증가하고, 원형 선재의 동적 마찰력이 각

형 선재에서 보다 낮았다. 대개 코팅 선재의 경우 코팅층의 두께로 인해 직경이 증

가함에 따라 브라켓 슬롯에 대한 실제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서 마찰력이 증가할 것

이라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마찰력 측정 결과 모든 선재에서 직경과 마찰력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직경에 관계없이 모든 코팅 선재에서 동적, 정

적 마찰력이 비코팅 선재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폴리머 코팅 시의 마찰력 증가

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수 종의 선재에 대한 정적 마찰력 시험 결과 폴리머 코팅 선

재에서 가장 높은 정적 마찰력이 측정되었다고 보고한 Dickson 등 (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비코팅 선재와 코팅 선재의 마찰력 편차 비교 시 NH와 PH

에서 가장 큰 편차를, NT와 MT에서 가장 낮은 편차를 보여 MT가 비코팅 선재에

가장 근접한 물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마찰 저항은 스테인레스 스틸 선재, NiTi 선재, 베타-티타늄 선재 순

으로, 표면 거칠기는 스테인레스 스틸 선재, 베타-티타늄 선재, NiTi 선재 순으로 증

가한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Drescher 등, 1989; Prososki, 2003; Nishio 등, 2004) 마

찰 저항과 표면 거칠기는 부분적으로 부합하나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데, 이는 선

재의 표면 거칠기와 마찰 계수는 정비례 관계를 보이나 마찰로 인한 교정력 소실과

치아 이동 속도는 더 복잡하고 다원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Kusy와 Whitley,

1990). Vaughan 등 (1995)과 Kusy와 Whitley (1997)는 표면 거칠기에 따라 마찰력

이 증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반면, Prososki 등 (1991)은 수 종의 선재의 마찰 저항

과 표면 거칠기 비교 시 마찰력과 평균 표면 거칠기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Wichelhaus 등 (2005)은 선재의 코팅 여부와 표면 거칠기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논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는 것은 마찰 계수와 물

질적 변수간의 상호작용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띄며 많은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

이다. 선재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표면 조도계를 이용한 접촉식 형상

측정법 (contact surface profilometry),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단색 고휘도의 레이저광을 사용한 레이저 분광법 (laser spectroscopy) 등의 여러 방

법이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시험 방법은 미세한 철필이 시료 표면에 접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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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선을 그리면서 표면의 형상을 스캔하는 접촉식 형상 측정법 (contact surface

profilometry)인데, 스캔한 선 주변의 표면 결함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과 스캔하면

서 시료 표면을 손상시키는 침습적인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광학적 측

정법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한 것으로 레이저 분광법 (laser

spectroscopy)를 들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주사 터널링 현미경 (Scanning Tunnelling

Microscopy)과 원자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 등의 원자 현미

경 (Scanning Probe Microscope, SPM)의 적용으로 표면에 직접 작용하지 않고 표

면 형상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 중 원자간력 현미경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원자간력 현미경은 시료의 표면과 탐침의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검출하여 이

미지를 얻는다. 실리콘 소재의 작은 막대인 캔틸레버 (Cantilever)가 표본의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캔틸레버의 끝에 부착된 ㎚ 크기의 탐침 (Probe)이 시료 표면에

수 Å이내로 접근하는데, 이 때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표면의 원자 사이에 서로의

간격에 따라 끌어당기는 힘 (인력, van der Waals forces, 반데르발스 힘)이나 밀치

는 힘 (척력, repulsive force, Coulomb's forces, 쿨롱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 힘에

의해 캔틸레버가 위 아래로 굽어지게 되며, 이 굽힘 정도를 측정하여 시료 표면의

굴곡 정도에 따른 원자간력 차이를 모니터링하여 표면 형태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하

는데, 표면의 굴곡 (z축의 변형)은 피에조스캐너로 전달되어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한쪽 위에서 레이저를 캔틸레버에 주사하여 다른 한쪽의 검출기로 읽어내는 방식으

로 영상을 만들어 원자단위의 구조를 파악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원자 사이에 작

용하는 힘은 모든 물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나 전기를 이용하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 (Scanning Tunnelling Microscopy)이나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달리 전도성 물질로 코팅을 하거나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의 전처리 없이도 모든 시료를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시료의 전기적 특성과 무관하여

도체, 반도체 및 부도체 등 모든 시료의 분석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 현미경에서와 같이 우리 눈으로 표본을 직접 관찰하는 방식은 아니고, 표면의

굴곡에 따라 반사되는 레이저의 위치를 컴퓨터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인가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원자 현미경의 활용은 비교적 시료

만들기가 무방한 단결정의 금속 재료 등의 관찰에 이용되고 있으나, 생체 시료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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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 생물 시료의 관찰에서는 전자 현미경만큼 다양하고 활

발하게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료와 탐침 간의 접촉 유뮤에 따라서

비접촉 모드, 접촉 모드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며, 통상적으로 비접촉 모드는 시료

와 탐침의 원자 사이의 인력을 검출하고, 접촉 모드는 원자 사이의 척력을 검출한다.

접촉 모드는 그 특성상 시료에 미세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한 방식으로 캔틸레버와 시료의 간헐적 접촉과 큰 진폭을 통해 시료 표면의 정보를

얻어내는 Tapping 모드가 있다. 이를 비접촉 모드에 분류할 것인지 접촉 모드에 분

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 원자간력

현미경 (AFM, atomic force microscopy)의 Tapping 모드와 접촉식 형상 측정법

(contact surface profilometry)을 이용한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 두 측정법 모두에서

코팅 선재의 평균 표면 거칠기가 비코팅 선재보다 높았는데, 그 편차가 금속 코팅

선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는 유의하였으며, 폴리머 코팅 선

재의 표면 거칠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간력 현미경은 나노

미터 단위의 측정값이고 접촉식 형상 측정법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측정값이므로

두 가지의 측정값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측정값이 큰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Bourauel 등 (1998)이 접촉식 형상 측정법 (contact surface profilometry), 원자

간력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레이저 분광법 (laser spectroscopy) 등의

여러 방법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이들 측정 방법 간의 높은 연관성을 보

였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한다. 또한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

과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 모두 비코팅 선재보다 코팅 선재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코팅 선재의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코팅 선재의 경우에는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코팅 선재

중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직경에 관계없이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때, 폴리머 코팅 선재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마찰력에 대해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마찰 시험을 시행한 후 코팅 선재의 표면을 SEM으로 촬영한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표면 코팅층의 탈락이 현저히 나타났으며 금속 코팅 선재에서는 약간의



- 41 -

코팅층 박리가 일어나는데 그쳤다. Neumann 등 (2002)은 수 종의 코팅 선재에 일정

한 물리적 힘을 가한 후 코팅층 표면을 분석한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의 표면 코팅

층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Wichelhaus 등 (2005)의 연구에 따

르면 코팅 선재의 마찰력 비교 시 사용 전에는 비코팅 선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으나 구강 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표면 거칠기 정도와 마찰력 모두 크게 증가하여

코팅 선재를 재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고, 이는 선재의 코팅면와 브라켓 모서

리간의 간섭과 칫솔질로 인한 마모의 영향인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Elayyan

등 (2008)은 구강 내에서 사용 후의 폴리머 코팅 선재를 SEM 촬영한 결과 브라켓

모서리와 선재가 닿는 부분에서 상당량의 코팅면이 소실되었고 브라켓 자국이 표면

에 인기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마찰력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실제 임상에서 코팅 선재를

사용할 때 폴리머 코팅층의 상당한 탈락으로 인해 브라켓과 선재 간에 물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실제 마찰력은 폴리머 코팅 선재의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마찰력 차

이보다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교정력이 소실되면서 치아의 이동이

지연될 것이다. 또한 코팅층의 탈락으로 인해 하부 금속층이 부분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심미성이 크게 저하되어 비코팅 선재 사용 시보다 오히려 심미성이 더 낮아지

게 된다. 폴리머 코팅층의 탈락과 그로 인한 마찰력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팅

층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직경에 관계없이 마찰력이 크게 증가한 것과 표면 거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폴리머 코팅 선재 사용 시 마찰력 증가로 인한 교정력

의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정 치료 시 발생하는 마찰과 하중에는 교정 선재 외에 많은 영향 요소들이 존

재하는데, Wilkinson 등 (2002)과 Kasuya 등(2007), 그리고 Elayyan 등 (2008)의 수

종의 결찰 방법과 마찰력, 하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일반적인 결찰 방법

사용 시에는 하중-변위 곡선의 형태가 크게 변화되었고 초탄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으며, 자가 결찰 브라켓 사용 시에만 초탄성 구간이 나타났고 하중과 마찰 저

항이 낮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임상에서 심미성

향상을 위해 심미 코팅 선재를 사용할 시에 일반적인 브라켓보다는 자가 결찰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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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 임상에서 자가

결찰 브라켓의 사용이 심미 코팅 선재의 사용으로 인한 하중 변화와 마찰력 증가라

는 단점을 상쇄하여 교정 치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금속 코팅 선재가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우수한 마찰 특

성과 표면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나 심미적인 면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측

면이 있다. 현재에도 심미성 향상을 위한 심미 선재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코

팅층의 표면 거칠기 개선을 통하여 마찰력 증가를 감소시키고 금속 코팅층의 심미

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교정치료 기간 중에 심미성을 향상시키

면서 교정 치료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속 코팅 선재의 심미성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MB는 기존 금속 코팅 선재에 비해 심미적으로 우수하

였는데, 심미 코팅에 사용된 Ag의 부식 및 변색 특성을 고려하여 구강 내에서의 장

기적인 심미적 안정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표면 거칠기의 개선을 위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심미 코팅 선재의 마찰 특성은 코팅 재료의 종류

와 제조사의 표면 처리 방법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리적 특성 또한

코팅 전과 후의 선재 모두에서 제조사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교정 치료를 위한

선재의 선택 시 총생의 양이나 치료 단계 등에 따른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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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교정 치료 시 심미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심미 Ni-Ti 선재의 물리

적 특성 및 코팅층 표면 특성을 알아보고자 G&H 사의 Ultraesthetic SE NiTi

Tooth colored arch wire (PG)와 Hubit 사의 Perfect NiTi coated arch wire

(PH), 금속 코팅 Ni-Ti 선재인 Tomy 사의 White wire Sentalloy (MT)와 은(Ag)

을 전기 도금하여 심미 코팅한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 그리고 상기

코팅 Ni-Ti 선재와 동일 직경과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비코팅 NiTi 선재로서

G&H 사의 SE NiTi (NG), Hubit 사의 Nickel titanium arch wire (NH), Tomy

사의 Sentalloy (NT), 그리고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의 모재인

Biomaterials Korea 사의 Gentle NiTi (NB)를 대상으로, 각 코팅층의 조성과 NiTi

선재의 상을 분석하고 각 선재의 표면과 단면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3점 굴곡 시

험과 마찰 시험, 표면 거칠기 시험 그리고 마찰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성 분석 결과, PG와 PH의 코팅층은 동일 계열의 폴리머였으며, MT의 코팅층

은 Au-Rh 합금이었고 MB의 코팅층은 Ag였다.

2. 상 분석 결과 모든 비코팅 선재는 42.5 의〫 (110) 오스테나이트 상을 가지는 단상

조직이었으며, PG를 제외한 모든 코팅 선재에서 (110)과 (012) 마르텐사이트상으

로의 상변태가 발생하였다.

3. 표면 상태 관찰 결과, 금속 코팅 선재의 표면은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하여 매끄

럽고 균일한 상태였다. 직경 측정 결과 PG의 직경이 가장 작았으며 PH의 직경이

가장 컸다. 코팅층의 두께는 MT에서 가장 얇았고, PH에서 가장 두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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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점 굴곡 시험 결과, 하중 제거 시의 이완곡선에서 폴리머 코팅 선재는 비코팅 선

재에 비해 낮은 하중값을, 금속 코팅 선재는 비코팅 선재에 비해 높은 하중값을

나타내었다 (p<0.05).

5. 마찰 시험 결과, 모든 코팅 선재의 동적, 정적 마찰력이 비코팅 선재보다 유의

하게 높았고,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p<0.05).

6.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 비코팅 선재에 비해 코팅 선재의 표면 거칠기가 높았

는데 특히 폴리머 코팅 선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5), 그 중 MT

에서 표면 거칠기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며 PH에서 가장 높았다. 코팅 선재

에서 표면 거칠기와 마찰력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5).

7. 마찰 시험 후 코팅 선재의 표면 상태를 관찰한 결과, 폴리머 코팅 선재의 표면에

서 상당한 코팅층 소실이 관찰되었고 금속 코팅 선재의 표면에서는 약간의 박리

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심미 코팅 NiTi 선재는 물리적 특성 및 표면 특성에서 일반 NiTi

선재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금속 코팅 선재가 폴리머 코팅 선재에

비해 우수한 마찰 특성과 표면 특성을 나타낸다. 코팅 선재의 직경에 관계없이 폴리

머 코팅 선재에서 마찰력과 표면 거칠기가 크게 증가한 것과 코팅층의 탈락이 일어

난 것을 고려할 때 구강 내에서 폴리머 코팅 선재 사용 시 마찰력 증가는 더욱 강조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정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치료의

효율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심미성을 개선하기 위해 코팅 재료의 조성과 물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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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sthetic demand is increasing, more and more orthodontic patients now

want orthodontic treatment that does not hurt their appearance during the

treatment period. Various orthodontic appliances and archwires have been

developed in an effort to improve esthetics and polymer coated archwires are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items in this regard. However, the layer of this

polymer coating has disadvantages such as severe discoloration and deterioration

of polymer coating layer, which, for sure, undermines esthetics. In particular, such

deterioration of coating layer increases friction between brackets and archwires,

which in turn leads to delay in sliding movement of teeth during the orthodontic

treatment. Alternately, tooth colored-metal coated archwires are used to make up

for such shortcomings of the polymer coated archwires, but again, these are not

widely used because they are relatively expensive and esthetically unsatisfactory.

Nevertheless, the properties required of esthetic NiTi archwires and their coating

materials have not been fully explor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surface characteristics, physical properties, and esthetic maintenance

of the esthetic NiTi archwires that generate an appropriate orthodontic force. In

this study, two kinds of commercially availabl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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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wo kinds of metal coated NiTi archwires were selected as esthetic NiTi

archwires. In addition, four kinds of commercially available uncoated NiTi

archwires that came in the same size and shape as the aforementioned esthetic

NiTi archwires by the same manufacturers were tested. All of the selected wires

were in round shape and 0.016" in diameter. In each wire, chemical composition,

SEM images, three-point bending test at 36.5 ℃, friction test, surface roughness,

and SEM images of coating layer after friction test were observ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found that the coating layers of

Ultraesthetic SE NiTi Tooth colored archwire (PG, G&H) and Perfect NiTi

coated archwire (PH, Hubit) were made of the same kind of polymer while the

coating layer of White wire Sentalloy (MT, Tomy) was made of Au-Rh alloy

and the coating layer of Experimental Ag coated NiTi (MB, Biomaterials Korea)

was made of Ag.

2. According to the phase analysis, all uncoated wires except PG showed the

cubic austenite structures and all coated wires except PG show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3. The SEM surface images of NiTi archwires showed the surface morphology of

polymer-coated NiTi was smoother than that of metal-coated NiTi. The

diameter was smallest at PG and largest at PH. As for the thickness, coating

layer of MT was the thinnest while that of PH was the thickest.

4. According to the three point bending test, th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showed less unloading force values than uncoated NiTi archwires, whereas

metal coated NiTi archwires showed more unloading force values than uncoated

NiTi archwires (p<0.05).

5. The friction test illustrated that the static and kinetic frictional forces of the

coated NiTi archwires were statistical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coated 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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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ires. Especially, the polymer-coated NiTi archwir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rictional force (p<0.05).

6. According to the tests on surface roughness, it was higher in the coated

NiTi archwires than in the uncoated NiTi archiwires. In particular, surface

roughness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p<0.05). MT was the lowest in terms of surface roughness while PH was

the highest. Surface roughness increased in proportion to frictional force of

the coated NiTi archwire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7. After friction test, SEM surface images showed severe deterioration in the

polymer coating layer and minor exfoliation in the metal coating layer.

To conclude, the metal coated NiTi archwires were superior to th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in terms of frictional properties and surfac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lymer coated NiTi archwire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frictional force and surface roughness regardless of

the diameter, frictional losses are expected to be greater in a clinical situa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y on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esthetic coating layer be carried out in order to

enhance esthetics while maintaining orthodontic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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