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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치과용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의  
전기화학적 부식 

 
치과용 임플란트 보철물은 티타늄 고정체와 이종합금으로 된 상부구조물의 연

결체로 구성되므로 구강 내에서 갈바닉 부식 및 국부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요소들 간 계면에 미세틈새가 존재한다. 이러한 틈새는 유체와 거대분

자 및 미생물의 미세유출을 유발하여 임상적으로 악취와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

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수 티타늄 임플란트 고정체와 이의 상부구조물로써 티타

늄 지대주 및 금합금, 은- 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니켈-크롬 합금 등

으로 제작된 UCLA 지대주를 사용하여, 이들의 인공타액 내에서의 전기화학적 

특성과  이들의 조합에 의한 갈바닉 부식 및 틈부식 특성 및 부식 산물에 의한 

임플란트-지대주 접합부 계면의 틈새 봉쇄 여부를 알아보고, 임상적으로 임플란

트 상부구조물로 사용 가능한  금속을 선별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37℃ 인공타액 내에서 Potentiostat(Model 263, EG&G, USA)를 사용하

여 양극분극 실험, 개방전위 측정 실험, -250mV, 0mV, 250mV에서의 정전위 실험

을 수행하였고, 실험 후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의 부식 양상 및 변연부 봉쇄 정

도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양극분극 실험 결과 모든 쌍의 전류밀도 범위는 0.5-12 ㎂/㎠이었고, 티

타늄 지대주 쌍과 금합금 쌍이 낮은 전류밀도를, 코발트-크롬 합금 쌍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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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류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코발트-크롬 합금 쌍과 니켈-크롬 합금 쌍은 각

각 700과 570mV(SCE)에서 공식이 발생되었다.  

2. 개방전위 측정 결과 모든 쌍의 개방전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

되었으며, 주조된 상태나 연마된 상태, 임플란트-지대주 계면 사이 틈새의 크기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은-팔라디움 합금 쌍, 티타늄 지대주 쌍, 금합금 쌍, 니

켈-크롬 합금 쌍, 코발트-크롬 합금 쌍의 개방전위는 각각 -93.2±93.9, -123.7±

58.8, -140.0±80.6, -223.5±35.1, -312.7±29.8 mV이었다. 

3. -250 mV(SCE)에서는 모든 쌍이 음의 전류밀도를 나타내었고, 특히 금합

금과 은-팔라디움 합금 쌍이 각각 -3.18, -6.63 ㎂/㎠의 가장 높은 음의 전류밀도

를 가졌다. 250mV(SCE)에서 티타늄 지대주 쌍은 9.48×10-2 ㎂/㎠로 가장 낮은 

전류밀도를, 금합금, 니켈-크롬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쌍은 

각각 0.31, 1.27, 5.60, 8.06 ㎂/㎠의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모든 쌍이 0mV에서 

비교적 낮은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4. 전기화학적 실험 후의 표면 및 단면 사진에서 계면 틈새와 표면에서 틈

부식과 공식과 같은 부식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실험 시편 중에는 코발트-크롬 합금 쌍에서 갈바닉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나, 다른 합금 쌍은 발생 가능성이 이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플란

트의 구조상 많은 종류의 부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틈부식 발생에 갈바닉 부식

의 가세는 더욱 위험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인자들을 고려하여 합

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구조물, 갈바닉 부식, 틈부식, 치과용 합금, 

양극분극 실험, 개방전위, 정전위 

 



   

치과용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의  
전기화학적  부식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치 의 학 과  

(지 도  최  병  갑  교 수 ) 

 

김  명  화  

 

 

I. 서    론  
 

구강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상실치아를 기능적, 심미적으로 수복하는 것

은 임상가와 환자 모두의 치료 목표이다. 임플란트는 도입 초기에 회의적이었으

나, 치근형 골 내 임플란트의 사용으로 인해 종래의 고정성 및 가철성 보철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외과 및 보철 분야의 치료 영역을 넓혀 왔

다.  

악골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중 일부는 폐쇄 임플란트로서 골절 시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금속판, 스크류, 와이어 등이 이에 속하며 이는 구강과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 즉, 구강 점막을 관통하지 않는 반면 치아용 임플란트는 개방 임플란트

로서 고정성 보철물이나 의치를 지지, 유지하기 위해 점막을 관통하는 기둥을 

통해 구강환경과 직접 접촉한다. 따라서 개방 임플란트는 통상적으로 온도, 미생

물, 물리적 힘, 그리고 구강 내 효소들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109). 상부보철물 

또한 위와 같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구강 내 부식이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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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임플란트 및 상부보철물의 재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체조직과 접촉되므

로 이들 재료를 평가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될 것은 생체 적합성이다. 특히 금속 

재료의 경우 구강 내 체액 및 타액에서 부식이 발생되면 표면 특성이 변하고 강

도가 저하되며, 금속 이온이 유리되어 전신 건강, 구강 내 점막, 면역체계에 영

향을 미치게 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체 금속 재료의 생체 

적합성은 내식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13, 121). 부식은 금속의 기본 성질을 변화시

키는 전기 화학적 과정으로, 금속 이온의 손실이나 표면 특히 산화막(oxide film)

이나 황화막(sulfide film)의 점차적인 용해로 인해 발생한다. 비귀금속의 경우 부

동태 피막(passivated layer)의 손상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되는데, 제조 공정과 열

처리 과정, 금속의 마모,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동일한 조성을 

가진 금속이라도 체액 및 타액 내에서의 부식 양상이 다르다. 

순수 티타늄과 Ti-6Al-4V 합금은 현재 치과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화학적 불활성, 기계적 특성, 낮은 밀도, 무독성 등이 모두 생체적

합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49). 그러나 Ti-6Al-4V 합금의 경우 알루미늄

과 바나듐의 독성 및 부작용에 관한 보고91)가 있어, 높은 강도로 인해 일부 Ti-

6Al-4V 합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순수 티타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보철물은 티타늄 고정체와 여러 부분으로 된 상

부구조물의 연결체로 구성되어 각 요소들 간 계면에 미세한 틈새가 존재하게 된

다. 모든 시판되고 있는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의 지대주-고정체 계면에 지대주 

나사산을 따라서 잠재적으로 미세한 공간이 존재하며 나사 기저부에도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치은 열구액과 타액으로부터 나오는 유체(fluid)와 

거대분자들(macromolecules)의 미세유출(microleakage)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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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on 등(1992)은 고정체-지대주 연결부위에 평균 49 ㎛의 계면 오차가 있음을 

보고하였다14). 구강 내 미생물(microorganism)의 직경은 10 ㎛ 이하이고 임플란트

와 지대주 사이 간격은 20~49 ㎛, 지대주와 보철물 사이 간격은 이보다 더 크므

로 이러한 세균 유출이 가능하다97). Traversy와 Birek(1992)은 Brånemark 고정체-

지대주 계면을 따라 유체의 양방향 유출과 Streptococcus sanguis의 이동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15). Rangert 등(1991)에 의하면 기능 시에 임플란트 수복물에 가해지는 

측방(transverse) 교합력이 임플란트 각 요소의 굽힘 변형(bending)을 유발하여 각 

요소간 계면 간격을 증가시키고, 임플란트 내면과 주위 치은 열구 사이에 펌핑 

효과(pumping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99). 이 두 효과 모두가 미생물의 침투를 촉

진시킨다. 따라서 각 계면에서의 미세유출이 임플란트 내부 세균 오염의 가장 

신빙성 있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임플란트 기능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1 

mm 치조골 흡수의 부가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악취, 임

플란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es)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출을 막기 위해 지대주 내에 permanent seal(permanent silicone ring)을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이러한 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대주 나사의 근단  부위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98). 

Hermann 등(1997)은 bony crest와 치은연에 대한 고정체-지대주 계면(impant-

transmucosal abutment interface, ITAI)의 위치가 crestal bone 소실에 있어 직접적이

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53). Callan 등(1998)은 ITAI가 치은연하에 위치

하는 임플란트에서는 100 % 모두 3 mm이상의 치조골 상실이 있었으며, ITAI가 

치은연상이나 치은연에 위치하는 경우는 14.9 %만이 3 mm이상의 치조골 상실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22). 방사선학적으로 치조골 상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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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 body가 ITAI보다 최소 2~4 mm 하방까지 연장된 machined neck을 가지며, 

ITAI가 치은연상에 위치하고 HA plasma coating이나 나사산이 구강 내로 노출되

지 않은 경우였다. 임상적으로 실패한 임플란트의 SEM 관찰 시 ITAI에서의 미

세틈새는 30~135 ㎛였고 미세틈새에서 세균성 치태(microbial plaque)가 발견되었

다. 지대주-보철물 계면(transmucosal abutment-prostheses interface, TAPI)에서도 치태

부착(plaque adhesion)을 촉진할 수 있는 미세틈새가 발견되었다. 

Wahl 등(1992)은 IMZ implant system에서도 임플란트 각 요소를 따라서 상당한 

유출(leakage)이 있다고 보고하였다119). 또한 티타늄 지대주 나사 대신 POM(poly-

oxy-methylene) intramobile element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passive fit이 이러한 유출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Mairguther 와 Nentwig(1992)는 Astra implant 

system과 같이 임플란트의 conical orifice에 완전하게 적합되는 conical 지대주가 

이러한 세균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83).  

한편, Brånemark은 미세틈새는 의도적으로 형성한 것으로서, 시간에 따른 구강 

내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결체를 분해하고 재결합하는데 대한 용

이성(retrievabilty)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980 년대에 미세

틈새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세균(microbial flora)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하

였다29).  

이러한 계면의 틈새에서는 금속의 틈부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

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말감 수복물은 10~15 ㎛의 변연 틈새를 가진다. 아말감 

수복물은 치질에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와동을 완벽하게 봉쇄하지는 않지만 새

로이 수복된 아말감 수복물은 구강에 노출 시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부식 산

물들이 변연 틈새에 침착되어 미세유출을 감소시킨다12). 전통적인(conventional) 

아말감은 많은 γ2 상을 가지며 약하고 불안정적인 주석과 수은의 금속간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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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tallic compound)이 주석의 비금속성 부식 산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어 수

개월 후에는 수복물 변연의 틈새를 봉쇄(seal)한다. 이러한 봉쇄의 형성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와동 형성 시에 사용된 재료와 이들의 상호작용, 구강 내 생리적

인 요소, 음식물 등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원소들의 작용에 의한 역동적인 과

정이다. 적은 변연 틈새를 가진 아말감 수복물이 적은 부식 산물로도 변연 봉쇄 

효과를 더욱 조기에 가질 수 있으므로 아말감-치아 계면에서의 틈새를 최소화하

는 것이 부식 산물에 의한 자가 봉쇄(self-sealing)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에 관련된 복잡한 전기화학적 

공정들은 갈바닉 부식 및 공식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103,117). 

상부 구조물로는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니켈-크롬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티타늄 등 여러 종류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합금은 높은 내식성을 갖고 

있지만 구강 내 환경에서 각기 다른 부식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전기적으

로 연결될 경우 갈바닉 부식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염소 이온의 존재, 

산소 농도 차, 치태, 미생물, 기계적 응력 등의 많은 부식 인자의 존재로  인해 

부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골유착 임플란트의 재료로서의 티타늄의 성질은 이미 증명되었으나 상부구조

물을 위한 합금의 올바른 선택은 아직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합금의 선택에 

있어서는 합금이 티타늄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의 내식성, 생체적합성, 합금과 상

피 혹은 상피하 결합조직이나 골조직에 대한 생체 반응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종 금속으로 접촉된 보철물 구성요소 사이에 타액이 침투 시 이종 금속은 

갈바닉 셀(cell)을 이루며 갈바닉 쌍을 이루는 이들 금속의 전위차로 인해 전류

가 셀 내에서 발생된다. 전해질 속에서 금속이 이종금속과 전기적으로 접촉 시

에는 금속의 부식이 가속화되며 이러한 부식을 갈바닉 부식이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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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닉 부식이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사이의 틈새에서 일어나는 경우 부식 산물

이 아말감의 경우와 같이 변연 봉쇄의 효과가 있어 유체나 세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고정체 및 지대주로 사용되고 있는 순수 티

타늄과 상부보철물로 사용되고 있는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

금, 니켈-크롬 합금 등의 구강 내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공 

타액 내에서 이들 합금의 부식 특성을 알아보고 구강 내에서 이들의 조합에 의

한 갈바닉 부식에 관한 예측을 통해 적합한 재료 및 그 조합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실제 구강내 임플란트 보철물과 동일한 티타늄 임플란트 고정체와 위 

합금들로 제조한 상부구조물의 연결체에 갈바닉 부식 및 틈부식 특성에 관한 실

험을 수행하여 임플란트-지대주 접합부에서의 갈바닉 부식 여부 및 부식 산물의 

변연 봉쇄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임상적으로 임플란트 상부구조물로 사용 가능한 

귀금속 및 비귀금속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극분극 실험, 개방 전

위 측정 실험, 그리고 정전위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실험 후 임플란트와 상

부구조물의 부식 양상 및 변연부 봉쇄의 정도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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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재료 및 방법 
 

 

II-1. 치과용 합금의 전기화학적 실험 

 

본 연구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와 보철물의 구강 내에서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공타액 내에서 양극분극실험, 개방전위 측정실험, 정전위 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시편에 대한 내식성을 평가하고, 인공타액 내에서의 개

방 전위를 측정하여 각각의 시편이 조합될 때 갈바닉 부식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해 예측해 보았다. 

 

1. 연구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모금속 및 모합금의 종류와 조성은 Table I과 같다. 각각의 

조성은 제조자가 제시한 성분을 표기하였다. 각각의 시편은 에폭시 레진에 포매

한 후 SiC 연마지로 600 번까지 연마한 후 세척 및 건조시켰다. 그리고 공업용 

레진을 사용하여 실험 시편의 노출면적이 1 cm2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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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he types and compositions of samples used in this study 

Type Composition(wt%) Specification Manufacturer 

cp Ti G2 C:0.016, Fe: 0.14, H: 

0.0023, N: 0.008, O: 

0.14, Ti bal. 

Ti Grade 2,  

ASTM F 67 

Dynamet Co., 

USA 

cp Ti G3 C:0.010, Fe: 0.08, H: 

0.0026, N: 0.004, O: 

0.21, Ti bal. 

Ti Grade 3,  

ASTM F 67 

Dynamet Co., 

USA 

Gold alloy 

(AP-76) 

Pt: 1.5, Pd: 2, Ag: 12, Cu: 

8, Au bal. 

Dental casting gold alloy 

Type II, ISO 1562 

Kujeong Co., 

Seoul, Korea 

Ag-Pd alloy 

(WG-2) 

Au: 0.9, Pd: 26, Cu: 4, In: 

0.1%, Zn < 0.1 Ag bal. 

Silver-palladium alloy 

Type II, ISO 8891 

Kujeong Co., 

Seoul, Korea 

Co-Cr alloy 

(Biosil h) 

Cr: 28.5, Mo: 4.5, Co bal. ASTM F 75 Degussa Co., 

Frankfurt,Germany 

Ni-Cr alloy 

(Wirocer) 

Cr: 22.0, Mo: 9.0, Si: 1.6, 

Fe: 0.5, Ce: 0.4, Ni bal. 

Porcelain fused to metal, 

ADA No. 14 

Bego Co.,  

Bremen, Germany 

 

2. 전기화학적 실험 

 

전기화학적 실험은 ISO 10271:2001(E) Dental metallic materials-Corrosion test 

methods에 의거하여 실험하였으며, Potentiostat(Model 263, EG&G, USA)를 사용하였

고, 부식전지의 보조 전극(auxiliary electrode)으로는 두 개의 고밀도 탄소 전극을, 

기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포화감홍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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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다. 실험 용액은 37±1℃의 인공 타액을 사용하였다(Table II). 인공 타

액 내에서의 부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극분극실험, 개방전위 측정실험을 수

행하였고, 정전위 실험을 250 mV, 0 mV와 -250 mV(SCE)에서 각각의 시편에 대해 

3회씩 수행하였다. 시편을 장착하고 표면에 생성된 산화물이나 불순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600 mV(SCE)의 음극 전위를 인가하여 10분간 강제 환원한 후에 

개방 회로 전위 상태로 10분간 유지하였다. 양극분극 실험은 음극 전위에서부터 

양극 방향으로 1 mV/sec의 주사 속도로 1.6 V(SCE)까지 전위를 증가시키면서 실

험을 행하였다. 개방전위 측정실험 및 정전위 실험은 5000초까지 실험을 수행하

였다.  

 

 

Table II. Constituents of artificial saliva 

Constituent Concentration(g/ℓ) 

NaCl 0.40 

KCl 0.40 

CaCl2·2H2O 0.795 

NaH2PO4·2H2O 0.780 

Na2S·9H2O 0.005 

CO(NH2)2(Urea) 1.0 

Distilled water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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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전기화학적 실험 

 

1. 시편 제작 

 

상부 구조물의 경우, UCLA type의 hexed plastic cylinder(PSR 200, Osstem Implant 

co., Pusan, Korea)를 사용하여 상악 소구치 모양의 납형을 제작하고 폴리비닐실록

산 putty type의 인상재(Zerosil putty, Dreve-Dentamid Gmbh, Unna, Germany)로 이의 

인상을 채득하여 몰드를 형성한 후 이 몰드를 이용하여 각각의 plastic cylinder에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갖는 납형을 제작하고 매몰하여 소환한 후, II-1의 1에서와 

동일한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니켈-크롬 합금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조한 후 연마하였다. 

금합금과 은-팔라디움 합금의 경우는 석고계 매몰재(Prestobalite, Whip-mix co., 

Louisville, USA), 코발트-크롬 합금과 니켈-크롬 합금은 인산계 매몰재(CB-30, 

Ticonium co., New York, USA)에 각각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매몰하고 소환한 후 

니켈-크롬 합금은 고주파 주조기(Nautilus, Bego co., Bremen, Germany)로, 나머지 

합금은 gas oxygen torch를 사용하여 주조하였다. 용융온도는 각각 금합금이 

930~995 ℃, 은-팔라디움 합금이 1020~1050 ℃, 코발트-크롬 합금은 

1320~1380 ℃, 니켈-크롬 합금이 1270~1380 ℃이었다.  

금합금 주조체는 15분간 초음파 세척(Sweep 140 W/T, L&R manufacturing, Kearny, 

N.J.,USA)을 하여 잔존 매몰재를 제거한 후 50% 염산용액에서 5분간 pickling하

였고, 은-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과 니켈-크롬 합금의 주조체는 

sandblasting(Duostar, Bego co., Bremen, Germany)을 하여 산화막과 잔존 매몰재를 

제거한 후, 1인의 실험자가 high-speed polishing motor(Volvere GX, NSK, Naka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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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standard  condition에서 light pressure로 finishing과 

연마를 시행하였다. 주입선(sprue)은 separating disk(cutting disk, Shofu Inc.,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제거하였고, green stone point(Carborundum point HP, Shofu Inc., 

Kyoto, Japan), Dedeco green–course rubber wheel(No. 5001, Dedeco Inc., Longeddy, N.Y., 

USA), Dedeco green clasp polisher(No. 4592, Dedeco Inc., Longeddy, N.Y., USA), green 

rubber point(green silicone point HP, Shofu Inc., Kyoto, Japan), hard bristle brush with 

aluminum oxide, soft brush with polishing paste(Rupp medizintechnik, Essen, Germany)로 

순차적으로 연마한 후 주조된 지대주의 기저부를 milling device(Attachments 

International, San Mateo, California, USA)로 refine하여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에 

균일하고 우수한 적합도를 갖도록 하였다. 각 연마 단계는 15,000 rpm에서 90초

씩 적용하였고 연마가 끝난 지대주를 2분간 초음파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warm air로 건조시켰다.  

준비된 주조체에 납으로 구리동선을 납착하고 공업용 레진으로 지대주의 측면

을 제외한 모든 면을 피개하였다.   

갈바닉 부식 실험을 위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길이 13 mm, 직경 

3.75 mm의 standard type regular platform 티타늄 고정체(cp Ti grade 3, IFA 313, 

Osstem Implant co., Pusan, Korea.)의 근단 부위에 구리동선을 감아 연결한 후 에폭

시 레진에 포매하였다. 주조된 UCLA 지대주를 티타늄 지대나사( Ti grade 5, ASR 

200, Osstem Implant co., Pusan, Korea.)를 사용하여  티타늄 임플란트 고정체와 제

조사의 지시에 따른 closing torque로 연결하였다. Torque controller(DEA 020, 

Noblepharma AB., Göteborg, Sweden)을 사용하여 20 Ncm의 힘으로 잠그고 풀기를 

반복한 다음 세 번째에 완전히 잠갔다(Fig. 1).  

제작된 UCLA 지대주와 비슷한 표면적과 높이를 갖는 8.5 mm 티타늄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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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tment(cp Ti grade 3, SAR 850, Osstem Implant co., Pusan, Korea.)를 같은 방법으로 

티타늄 지대나사(cp Ti grade 3, SARS 850, Osstem Implant co., Pusan, Korea.)를 사용

하여 동일한 종류의 티타늄 고정체와  연결하였다(Fig. 1).  

각각의 연결체를 공업용 레진을 사용하여 구리동선의 노출부와 임플란트 고정

체의 neck하부, 교합면의 hole을 피개하였다. 준비된 시편을 아세톤과 에틸알코

올로 초음파 세척한 후 건조시켰다.  

 

 

  

 

Fig. 1. Photographs of supraconstructions/Ti implant couples before testing 

 

2. 전기화학적 실험 

 

II-1의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부구조물에 대해 양극분극실험을 수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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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고정체-상부구조물 연결체에 대해 양극분극실험, 개방전위 측정실험 

및 250 mV, 0 mV와 -250 mV(SCE)에서의 정전위 실험을 각각의 시편에 대해 3회

씩 수행하였다.  

 

3. 표면 및 단면 형상 관찰 

 

양극분극 실험 및 정전위 실험이 끝난 후 광학 현미경(Hiscope, Hirox/KH 1000 

model, Micro Hiscope System, Japan)을 이용하여 상부구조물 표면 및 상부구조물-

임플란트 계면부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부식 양상 및 변연부 봉쇄의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해 실험이 끝난 시편을 에폭시 레진에 포매하고 수직으로 절단한 후 

SiC paper No. 2000까지 단계적으로 연마하고 광학 현미경(EPIPHOT-TME, Nikon,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4. 경도 측정 실험 

 

상부구조물, 지대 나사, 임플란트 고정체의 연결 시 발생될 수 있는 각 요소의 파

괴를 알아 보기 위해 경도를 측정하였다. 각 요소의 경도 측정은 미소 경도계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MXT-α7E model, Matsuzawa Seiki Co., Japan)를 사용하였

고,  1000 g 하중으로 상부구조물, 지대 나사, 고정체의 단면에 대해 각각 5회씩 

측정 후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ost Hoc Test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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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III-1. 치과용 합금의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결과 

 

1. 양극분극 실험 결과 

 

인공 타액 내에서의 양극분극곡선에서, 임플란트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순수 2

급 및 3급 티타늄은 1.6 V(SCE)까지 공식 발생이 없었다. 순수 2급 및 3급 티타늄

의 부동태 전류밀도는 각각 약 2.98 ㎂/cm2 와 7.1 ㎂/cm2 vs. 250 mV(SCE)였다. 금

합금은 immune 지역에서의 전류밀도가 약 2.54 ㎂/cm2 vs. 250 mV(SCE)로 가장 낮

았고, 850 mV(SCE) 이상에서 immune 지역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상

으로 전위를 상승시키면 약 1300 mV(SCE)에서 부식 전위가 나타났다. 은-팔라디움 

합금도 마찬가지로 immune 지역에서의 전류밀도가 3.65 ㎂/cm2 vs. 250 mV(SCE)로 

낮았고, 약 370 mV(SCE) 이상에서 immune 지역을 이탈하게 되고, 약 870 mV(SCE)

에서 은-팔라디움 합금에 포함된 팔라디움의 선택적 용해가 발생하였다. 코발트-크

롬 합금은 가장 높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고, 양극분극곡선이 부동태를 정의하

기 어려울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크롬 합금은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으나 전위상승에 따라 전류밀도가 증가되었고, 약 500 mV(SCE) 

이상에서는 전류밀도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다(Fig. 2와 Table III). 

 

2. 개방전위 측정 결과 

 

치과용 합금의 인공 타액 내에서의 개방 전위 측정 결과 금합금, 순수 2급 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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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니켈-크롬과 은-팔라디움 합금의 개방 전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교적 일정

한 전위가 유지되었으나, 코발트-크롬과 순수 3급 티타늄의 개방전위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금합금, 순수 2급 티타늄, 니켈-크롬과 은-팔라디움 합금의 

개방전위는 각각 약 50, 20, 0, -60 mV(SCE)로 나타났다. 코발트-크롬과 순수 3급 티

타늄의 개방전위는 음의 전위를 보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절대값이 증가하

였다(Fig. 3).  

 

3. 정전위 실험 결과 

 

구강 내 전위에서 즉 –250, 0, 250 mV(SCE)에서 정전위 실험을 통해 각 전위에서

의 전류 밀도를 측정하여 구강 내에서의 부식 반응 속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순수 2급 티타늄에 –250 mV의 전위를 인가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류밀도

의 변화가 없었고, 약 –1 nA/ cm2 정도의 낮은 음극 전류밀도를 보였다. 0 mV를 인

가한 경우는 시간에 따른 전류밀도의 요동이 관찰되었고, 평균 0.1 ㎂/cm2 정도의 

양극 전류밀도를 보였다. 250 mV를 인가한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양극 전류

밀도가 증가하였다(Fig. 4). 

순수 3급 티타늄의 경우는 모두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250 mV를 인가한 경

우는 시간에 따라 음의 전류밀도가 증가하였다. 0 mV를 인가한 경우는 침적 초기

에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인 후 점차 음의 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250 

mV를 인가한 경우는 비교적 일정한 음의 전류밀도(약 –1 ㎂/cm2)를 보였다(Fig. 5).  

금합금의 경우는 모두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250 mV를 인가한 경우는 시간

에 따라 전류밀도가 변하지  않았고, 약 –0.02 ㎂/cm2의 전류밀도를 보여주었다. 0 

mV를 인가한 경우는 침적 초기에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이다가 음의 전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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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samples in artificial saliva at 37 ℃ 

 

 

0 1000 2000 3000 4000 5000
-0.45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0.05

0.10

 

 TiG2
 TiG3
 Gold
 AgPd
 CoCr
 NiCr

Time(seconds)

 
E co

rr
(V

) v
s.

 S
C

E

 

 

 

 

 

 

 

 

Fig. 3

saliva 

. Open circuit potentials of the samples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in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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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 와 ㎂ 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를 인가한 경우는

㎂/cm2의 전류밀도를 보였다(Fig. 8). 

니켈-크롬 합금에 정전위를 인가한 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라 전류밀도가 일정하

게 유지되었고, –250 mV와 250 mV를 인가한 경우 각각 –0.01와 –0.6 ㎂/cm2의 전류

Table III. Results measured from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dental alloys 

Supraconstructions 
Passive current density 

(㎂/cm2) at 250 mV 

Pitting 

potentials(mV) 

Zero current 

potentials(mV)  

cp Ti G2 2.98 - -95 

cp Ti G3 7.1 - -71 

Gold alloy 2.54 - -190 

Ag-Pd alloy 3.65 - -383 

Co-Cr alloy 266 Current increase -368 

Ni-Cr alloy 3.85 500  -152 

 

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때의 전류밀도는 약 –10 ㎂

/cm2 였다. 250 mV를 인가한 경우는 0 mV를 인가한 경우와 유사하였으나 전류밀도

의 요동이 있었고, 또한 음의 전류밀도(약 –15 ㎂/cm2)가 높은 값을 보였다(Fig. 6). 

은-팔라디움 합금에 정전위를 인가한 경우 모두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각각

의 전위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류밀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50 

mV, 0 mV, 250 mV를 인가했을 때 각각 약 –0.6 ㎂/cm2, –1.5 ㎂/cm2 그리고 –2.0 ㎂

/cm2의 전류밀도를 보여주었다(Fig. 7). 

코발트-크롬 합금의 경우도 은-팔라디움 합금과 마찬가지로 전위 인가 시 시간

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였다. 250 mV와 0 mV를 인가한 경우는 각

 –1 /cm2  0.03 /cm2   , –250 mV    0.07 



   

밀도를 보였다. 0 mV를 인가한 경우는 초기에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이다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음 후 일정  급

류밀도가 감소되고 일정   증

보였

위  종합적으로 보면 위 인가를 –250 m  했을 경우 모 이 

음극 르고 있었고 재 다 음극 전류의 절 량에는 차이가 다. 0 

mV 우는 순수 2급 늄과 코발트-크롬 금을 제외하고  음의 

전류 있었다. 250 m 인가한 경우는 늄과 코 -크롬 

합금 류가 흐르고 있  나머지는 음의 전 흐르고 있었 합금

 경우는 0과 250 mV를 인가한 경우 음의 전류의 절대값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

의 전류밀도가 감소한  시간 이후에

음의 전류밀도가

격히 음의 전

가하는 양상을 하게 유지된 후 다시

다(Fig. 9). 

 결과들을 , 전 V로 든 시편

 전류가 흐 료마 대  있었

를 인가한 경  티타 합  모두

가 흐르고 V를  순수 2급 티타 발트

이 양의 전 었고 류가 다. 금

의

다(Table IV).  

 

Table IV. Results of potentiostatic and open circuit potential measurement test of the samples 

Current Density(㎂/cm2) 

At –250 mV At 0 mV At 250 mV 

Rest Potential 

(mV(SCE)) 

cp Ti G2 –0.001 0.1 Anodic increase 20 

cp Ti G3 Cathodic C

Samples 

increase decrease 

Gold alloy –0.02 –10 –15 50 

Ag-Pd alloy –0.6 –1.5 –2.0 –60 

Co-Cr alloy –1 

athodic –1 –325 ⇒ –425 

0.03 0.07 –250 

Ni-Cr alloy –0.01 Step –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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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urrent densities of gold alloy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t each potential in 

artificial 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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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urrent densities of Ag-Pd alloy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t each potenti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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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urrent densities of Co-Cr alloy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t each potential in 

artificial 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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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의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결과 

 

1. 양극분극 실험 결과 

 

인공 타액 내에서의 상부구조물의 양극분극실험결과, 티타늄 지대주는 6.29 ㎂

/cm2 vs. 250 mV(SCE)의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다. 금합금의 경우 가장 낮은 0.15 

㎂/cm2 vs. 250 mV(SCE)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은-팔라디움 합금이 주조된 상부구조

물에서 가장 높은 전류밀도(9.24 ㎂/cm2 v 250 mV(SCE))를 보였다. 코발트-크롬과 

켈-크롬 합금은 2.31와 2.27 ㎂/cm2 vs. 250 mV(SCE)의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으

전위가  비해 아주 낮게 나타났다( Fig. 10과 Table V). 

인공 타액 내에서의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양극분극실험결과, 티

타늄 지대주와 티타늄 임플란트 쌍이 가장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고, 코발

트-크롬  합금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부동태 전류밀도가 가장 높았

다. 250mV(SCE)에 대한 이들 각각의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면, 티타늄 지대주와 티

타늄 임플란트 쌍은 0.5 ㎂/cm2, 금합금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은 1.7 ㎂/cm2, 은-팔

라디움 합금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은 6. ㎂/cm2, 코발트-크롬  합금과 티타늄 임

플란트 쌍은 11.6 ㎂/cm2, 그리고 니켈-크롬  합금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은 3.7 ㎂

/cm2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쌍들 중에서  발생된 쌍은 코발트-크롬 합금과 

니켈-크롬 합금이 티타늄 임플란트와 결합된 경우이고, 이들의 공식 전위는 각각 

00 mV(SCE)와 570 mV(SCE)로 나타났다. 금합금이 티타늄 임플란트와 쌍을 이룬 

이루어 전위를 측정한 결과는 금합금 쌍과 은-팔라디움 합금 쌍이 높

s. 

니

며 각각 580 mV와 600 mV(SCE)에서 공식이 발생되었다. 비귀금속의 경우 영전류 

 귀금속 합금에

 

2 

 공식이

7

경우, 880 mV(SCE) 이상에서 인공타액 내에서의 immune 지역으로부터의 이탈이 

졌다. 영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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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니켈-크롬 합금 쌍이 비교적 높은 전위를 보였으며, 

타늄 지대주 쌍과 코발트-크롬 합금 쌍은 낮은 영전류 전위를 보였다( Fig. 11과 

Tabl

주조 및 가공 전의 치과용 합금, 상부구조물,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양

장 높은 부동

태

티

e VI). 

극분극 곡선을 재료별로 비교해 보면, 티타늄의 경우 합금 상태나, 가공된 지대

주, 그리고 쌍을 이루었을 때 부동태 전류밀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공식은 발

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공 상태, 표면 상태에 따라 영전류 전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금합금의 경우는 상부구조물이 가장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주조용 

합금 및 상부구조물과 임플란트가 쌍을 이룬 경우 유사한 전류밀도를 보였다. 은-

팔라디움 합금의 경우 모두 유사한 양극분극 거동을 보였으나 영전류 전위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주조 전 합금이 가

 전류밀도를 보였고, 상부구조물이 가장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그리고 상부구

조물과 임플란트가 쌍을 이룬 경우는 중간의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 세 경

우 모두 공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크롬 합금의 경우는 세 경우 모두 

유사한 양극분극 거동을 보였고, 모두 공식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2. 개방전위 측정 결과 

 

인공 타액 내에서 각각의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개방전위는 시간

에 따라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티타늄 지대주와 니켈-크롬  합금의 경우는 

개방전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도 있고, 금합금은 시편에 따라 두 범위를 갖는 

개방전위를 보였다. 그리고 은-팔라디움 합금의 경우는 편차가 큰 개방전위를 보

였다(Fig 13). 은-팔라디움 합금, 티타늄 지대주, 금합금이 비교적 높은 개방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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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이들 합금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합금들과 니켈-

크롬 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니켈-크롬 합금이 낮은 

개방전위를, 코발트-크롬  합금이 가장 낮은 개방전위를 보였다(Table VII과 Fig. 14).  

 

Supraconstructions 

Table V. Results measured from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supraconstructions 

Passive current density 

(㎂/cm2) at 250 mV 

Pitting 

potentials(mV) 

Zero current 

potentials(mV)  

Ti abutment 6.29 - -476 

Gold alloy 0.15 - -14 

Ag-Pd alloy 9.24 - -14 

Co-Cr alloy 2.31 580 -423 

Ni-Cr alloy 2.27 600 -278 

 

Table VI. Results measured from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supraconstructions/Ti implant 

couples 

Supraconstructi s 
Passive current density 

(㎂ 2) at 250 mV 

Pitting 

potentials(mV) 

Zero current 

potentials(mV)  
on

/cm

Ti abutment 0.5 - -300 

Gold alloy 1.7 - -128 

Ag-Pd alloy 6.2 - -150 

Co-Cr alloy 1 .6 700 -340 

Ni-Cr alloy 3.7 570 -2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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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I. Open circuit potentials of supraconstruction/Ti implant couples 

Supraconstructions Open Circuit Potential(mV) Mean 

Ti abutment -31 -122 -163 -206 -110 -110 -123.7±58.8 

Gold alloy -209 -205 -223 -86 -44 -73 -140.0±80.6 

Ag-Pd alloy -252 -106 -33 -42 -33 - -93.2±93.9 

Co-Cr alloy -311 -267 -288 -336 -335 -339 -312.7±29.8 

Ni-Cr alloy -246 -229 -212 -158 -245 -251 -223.5±35.1 

 

 

Fig. 14. Open circuit potentials of supraconstruction/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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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위 실험 결과 

 

구강 내 임플란트 

쌍의 전류 밀도를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류밀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

으나 특히 낮은 전류밀도를 보이는 경우에 전류밀도의 요동이 관찰되었다(Fig. 15

와 Table VIII).  

모든 쌍이 – 250 mV(SCE)에서는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전류밀

도의 절대값은 각각 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티타늄 지대주와 니켈-크롬 합금

의 전류밀도는 –8.82×10-3와 –7.08×10-3 ㎂/cm2로 낮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금

합금과 은-팔라디움 합금은 –3.18과 –6.63 ㎂/cm2의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1.36×10-2 ㎂/cm 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250 mV(SCE)에서는 티타늄 지대주가 가장 낮은 전류밀도(9.48×10-2 ㎂/cm2)를 보

였다. 그리고 금합금의 경우가 0.313 ㎂/cm2로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니켈-크롬 합금이 1.27 ㎂/cm2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5.60 ㎂

/cm2의 높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은-팔라디움 합금이 8.06 ㎂/cm2로 가장 높은 전류

밀도를 보였다. 합금이 각각의 쌍에 따라 전류밀도의 차이를 보였다.  

0 mV(SCE)에서는 티타늄 지대주와 니켈-크롬 합금이 4.05×10-4와 3.19×10-4 ㎂

/cm2로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은-팔라디움 합금이 5.05×10-2 ㎂/cm2의 전류밀도

를, 금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은 0.105와 0.395 ㎂/cm2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각각의 전위 중에서 0 mV(SCE)에서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250 mV(SCE)에서 

높은 전류밀도를 보였다.  

 전위에서 즉 –250, 0, 250 mV(SCE)에서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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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les 

2) 

 VIII. Results of potentiostatic testing of supraconstructions/Ti implant cou

Current Density(㎂/cm

At 0 mV At 25  mV 

Ti abutment  82× 4.0 -4 9.48×-8. 10-3 5×10 10-2 

Gold alloy -3.18 0.105 

-6.6 5.0 -2 8.06 

36× 6

Ni-Cr alloy -7.08×10-3 3.19×10-4 1.27 

0.313 

Ag-Pd alloy 3 5×10

Co-Cr alloy -1. 10-2 0.395 5. 0 

Samples 
 –25 At 0 m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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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 및 단면 형상 관찰 결과 

 

전기 화학적 실험을 통 물 및 임 및 변연

부 봉쇄 해 알 해 표면 상을 관  

티타늄 타늄 임  쌍의 실험 전 면사진에서는 부의 틈새

가 아주 고 있고 된 상부구 트의 쌍에  그 틈새는 

아주 작 분극 전위 실험 후의 표면사  티타늄 

임플란트 반점이 , 이는 공 된 것으로 다. 그리고 

틈새의 일부에서 공식 발생부위가 관찰되었다(Fig. 16).  

금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실험 전의 표면에서는 깨끗한 표면이 

관찰되었다. 금관의 경우 표면 연마에 의해 형성된 굴곡이 관찰되었다. 변연부의 

새는 티타늄 지대주/티타늄 임플란트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분극 

실험이 진행된 후의 사진에서는 금관의 표면의 굴곡이 확연히 관찰되었고, 틈새에

서의 부식이 관찰되었다. 정전위 실험의 경우 0 mV에서 실험된 경우 티타늄 임플

란트의 표면에 큰 pit가 관찰되었다. 육안 관찰 시 양극분극 실험, 정전위 실험 모

두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면에 검은 반점이 관찰되었다(Fig. 17).  

은-팔라디움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경우 실험전의 표면은 깨끗한 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양극 분극 실험이 끝난 후의 표면은 균일 부식이 발

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육안으로 볼 때 표면이 검게 부식되었다. 250 mV와 0mV에

서의 정전위 실험의 경우, 변연부 틈새 부위에서의 부식이 관찰되었고, -250 mV에

서는 틈새가 봉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실험 후의 사진에서 티타

늄 임플란트 표면에서의 검은 반점이 관찰되었다(Fig. 18).  

코발트-크롬 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경우 실험 전의 표면사진에

한 상부구조 플란트 결합체의 부식 양상 

의 정도에 관 아보기 위 및 단면 형 찰하였다. 

 지대주/티 플란트 의 표  변연

 작게 나타나 , 주조 조물/임플란  비해

았다. 양극 실험 및 정 을 한 진에서는

의 표면에  생겼으며 식이 발생  보인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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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부구조물의 표면 굴곡이 관찰되었고, 깨끗한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이 관찰되

다. 양극분극 실험 및 정전위 실험의 경우 모두 상부 구조물의 부식이 관찰되었

 –250 mV에서는 그 틈새가 많이 봉쇄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의 반점은 티타늄 지대주,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ig. 19).  

니켈-크롬 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표면사진에서 양극 분극 실험 

의 니켈  변색과 공식이 발 가 생

다. 그리고 양극 분극 실험 및 정전위 실험에서 티타늄 임플란트의 표면에 반점

 형성되었으나 그 크기는 매우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0 mV 정전위 실험의 경

, 상부구조물 및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큰 공식이 발생되었다(Fig. 20).     

 임플란트 내부의 부식 및 변연부 틈새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단면 사진에서 

대부분의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틈새는 표면 사진과 달리 긴밀하게 접촉되

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티타늄 지대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단 에서는 실험 전의 경우 변연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양극 분극 실험의 경우 변연부에서 약간의 부식이 관찰

되었다. 정전위 실험의 경우는 부식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21).  

 금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실험 전 단면사진의 경우 주조에 의한 

금관 내부의 요철이 관찰되었고 변연부의 틈새는 긴밀하게 접촉되어 있었다. 양극 

분극 실험의 사진에서 금관의 내벽이 부식되어 부식 산물이 관찰되었고, 정전위의 

경우는 양극 분극 실험의 경우보다 적은  양상을 보였으나, 모두 부식에 의한 

금관의 손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 250 m 의 경우는 티타늄 임플란트의 부식도 관

찰되었다(Fig. 22).  

 은-팔  변

었

고

의

(F

-크롬 합금 상부구조물은 생되었고, 원형의 무늬후

겼

이

우

면사진

 

부식

V

라디움 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실험 전 단면사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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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났고, 주조체의 요철이 관찰되었다. 양극분극 

험 및 250 mV 정전위 실험의 경우 상부구조물의 부식이 관찰되었다(Fig. 23).  

 코

 니

주와 티타늄 고정

체

지대나사의 삽입 시 티

타

 내벽 틈새가 비교적 크게 나타

실

발트-크롬 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단면사진에서는 임플란트 내

부에 부식이 관찰되었다(Fig. 24).  

켈-크롬 합금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경우 코발트-크롬 합금 쌍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내부의 부식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25).  

 

5. 경도 측정 결과 

 

 상부구조물과 임플란트 고정체를 결합 시 발생될 수 있는 각 요소의 파괴를 

알아 보기 위해 각 요소의 경도를 측정하였다(Fig. 26). 경도 측정 결과, 코발트-크

롬 합금 상부구조물이 401. 0(±23.1) Hv로 가장 높은 경도값을 보여주었고, 다음으

로 니켈-크롬 합금 상부구조물이 201.3(±5.1) Hv, 금합금이 111.8(±3.9) Hv, 그리고 

은-팔라디움 합금이 85.1(±4.2) Hv의 경도값을 나타내었다. 티타늄의 경우 Ti-6Al-

4V 합금으로 제작된 UCLA 지대주용 티타늄 지대나사가 가장 높은 경도값

(390.4(±20.6) Hv)을 보여주었고, 순수 3급 티타늄인 티타늄 지대

, 티타늄 지대나사는 각각 251.6(±10.0) Hv, 230.7(±4.8) Hv, 199.9(±8.3) Hv의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코발트-크롬 합금 상부구조물과 Ti-6Al-4V지대나사 사이와 티타

늄 지대주와 티타늄 고정체 사이, 니켈-크롬 합금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지대나사 

사이에는 통계학적 유의차가 없었다. 

임플란트 요소의 결합 시 각 요소의 경도값 차이로 인한 특정 요소의 손상을 

모든 단면 사진에서 볼 수 있었으며, 특히 Ti-6Al-4V 합금 

늄 고정체의 나사산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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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hotographs of Ti abutment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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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esting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ing After potentiostatic testing at 250mV 

  

After potentiostatic testing at 0mV After potentiostatic testing at -250mV 

Fig. 17. Photographs of gold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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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Photographs of Ag-Pd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hotographs of Ag-Pd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P  couples 



   

 

Fig. 19. Photographs of Co-Cr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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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hotographs of Ni-Cr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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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esting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0 mV (potentiostatic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42 

Fig. 23. Photographs for cross-section area of Ag-Pd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Before testing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0 mV (potentiostatic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Fig. 24. Photographs for cross-section area of Co-Cr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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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esting 

  

After anodic polarization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0 mV (potentiostatic test) -250 mV (potentiostatic test) 

Fig. 25. Photographs for cross-section area of Ni-Cr alloy supraconstruction / 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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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hotograph of supraconstructions/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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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Microhardness value(Hv) of supraconstructions and implants used in this study 

 

 

 

 

 

 

 

 

Fig. 27. Photograph of supraconstructions/Ti implant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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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합금은 대부분이 내식성, 즉 부식 저항성이 높은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니켈-크롬 합금, 티타늄과 그 합금, 스테인리

스강 등 주로 사용되고 있다103). 하지만 이러한 합금들도 구강 내의 복잡한 환경에 

의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용 합금의 부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1,5,6). 초기에는 아말감과 금의 부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54,61,71), 최근에는 임플란트로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과 치과용 합금의 부식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다2,3,4,15,42,49,101,102,103,117). 구강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식

의 종류는 타액 내에 존재하는 염소이온의 공격에 의해 피막이 파괴되는 공식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임플란트와 상부 구조물 사이의 결합 시 형성되는 틈에 의한 

부식과 이종 금속의 결합에 의한 갈바닉 부식이 발생될 수 있고, 교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틈부식, 공식, 갈바닉 식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악관절 손상 시 

골절 치 트의 결합에  부식 

등 여러 부식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와 상부 구조물이 

이종 합금으로 사용될 경우 갈바닉 부식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합을 찾아 내기 위하여, 각각의 재료에 대한 구강 내에서의 부식 특

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티타늄은 활성 금속으로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에 치밀한 티

타늄 산화물(titanium oxide)을 형성시켜 높은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다56). 

이러한 부 소가 많이 존재 는 것

하시키는 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의 혼입은 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

 조합에 의한 

부

료를 위한 스크류와 플레이 의한 틈부식, 갈바닉, 진동

있

동태 피막의 형성은 산 하는 수용액에서 잘 형성되

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불순물 즉, 산소, 질소, 탄소 등의 혼입은 내식성을 저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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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1). 그래서 임플란트로 사용되고 있는 티타늄은 4 종류로 분류하여 사용되

고 있는데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class가 결정된다. Class가 높은 것은 기계적 특성

은 높아지지만 내식성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순수 2급 티타늄이 순

수 3급 티타늄에 비해 낮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여 순수 2급 티타늄이 순수 3급 

티타늄보다 높은 내식성을 보였지만, 강도의 문제로 임플란트를 순수 3급 티타늄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양극분극 곡선에서 가공 전 순수 3급 티타늄은 7.1 ㎂/㎠의 전류밀도를 보였고, 

티타늄 지대주는 6.29 ㎂/cm2의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 사용

된 티타늄 지대주는 순수 3급 티타늄으로 제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약간의 전류밀

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티타늄 지대주 표면이 광택 연마되었기 때문에 순수 3

급 티타늄보다 낮은 전류밀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갈바닉 쌍이 형성된 경우

도 가공재 및 지대주의 양극분극 거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갈바닉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합금은 2.54 ㎂/㎠의 전류밀도를 보 금관의 경우 0.15 ㎂/cm2의 전

류밀도를 보였다. 주조용 금합금이 주조 후 전류밀도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조 시 금합금의 조성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심 주조법으로 주조

하면 비중차에 의해 주입구 보다 금관으로 금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코발트-크롬 합금의 경우도 마 주조용 합금보다 주조된 금관의 경우

가 내식성 었고 갈바닉 쌍을 형성시키면 금관보다 전류밀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바닉 쌍에 의한 전류밀도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니켈-크롬 합금은 주조용 합금 및 주조된 금관, 갈바닉 쌍 모두 유사한 양극

분극 거동을 보였다. 니켈-크롬 합금은 비교적 높은 내식성을 갖는 합금으로 판단

되며, 갈바닉 부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증가되

찬가지로 

였고, 주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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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팔라디움 합금은 주조 전 를 보였지만 주조된 

대주 및 갈바닉 쌍의 양극분극 거동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갈

된 특정 회사 제품인 이 합금의 내식성이 우수하

고

 합금이 가장 낮은 영전류 전위

지

바닉 부식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조된 상

부구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전류밀도(9.24 ㎂/cm2)를 보였는데 이는 은-팔라디움 

합금의 경우 용융온도가 1020-1050 ℃사이로 좁은 범위에 있어 각 시편의 균일한 

주조가 어려워 주조 시 발생된 결함에 의해 내식성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코발트-크롬과 니켈-크롬 합금은 양극분극 거동에서 공식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강 내 전위는 이들의 공식 전위보다 낮기 때문에 공식

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갈바닉 부식의 관점에서 보면 티타늄 지대주나 금합금이 티타늄 임플란트와 쌍

을 이루면 갈바닉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코발트-크롬 합금과 티

타늄 임플란트 쌍은 11.6 ㎂/cm2의 전류밀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코발트-크롬 합금

이 티타늄 임플란트와 쌍을 이루면, 갈바닉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내식성을 갖는 은-팔라디움 합금이 부주의한 주조를 시행

한 금관 또는 주조체의 결함이 발생된 금관을 사용하여 티타늄 임플란트와  쌍을 

이루면 갈바닉 부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

에 사용된 니켈-크롬 합금은 비교적 안정한 내식성과 주조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다른 합금과 달리 합금 제조사가 추천한 고주파 주조기를 사용하여 주조를 시

행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Ravnholt는 용존 산소 분위기에서 티타늄/귀금속합금, 티타늄/코발트 크롬 합금, 

티타늄/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쌍의 갈바닉 전류 수치는 0으로 모두 같았다고 보고

하였다101,102). 부동태화나 passive immunity layer의 형성은 산소 존재 하에서 증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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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는 passive immunity layer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부

식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갈바닉 전류가 낮았던 결과

는 용존 산소 분위기에서 실험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갈바닉 부식의 가속화가 진

행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탈기된 상태에서는 틈부식의 발생이 가속화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틈부식의 발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강 내의 부식전류는 금속 맛을 느끼는 것으로 감지된다. Föns(1977)와 

Jo

트 쌍의 전류밀도는 양극분극 실험에서 

25

 합금의 경우 전해질 내에 노출

hansson 등(1984)은 이러한 감각의 역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25~610 ㎂/㎠(평균 

75㎂/㎠), 15~660 ㎂/㎠(평균 190㎂/㎠)라고 보고하였다39,61). 양극분극실험 및 정전

위 실험에서 상부구조물,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전류밀도를 측정한 결

과는 각 합금에 따라 다른 전류밀도를 보였지만 구강 내에서 자각될 수 있는 감

각의 역치에 해당하는 전류밀도보다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다.  

상부구조물의 양극분극 실험에서 250 mV(SCE)에서 0.15~9.24 ㎂/㎠의 전류밀도 

범위를 보였다.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

0 mV(SCE)에서 0.5~11.6 ㎂/㎠의 전류밀도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전위 

실험에서 250 mV(SCE)에서는 0.09~8.06 ㎂/㎠의 전류밀도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최대 전류 밀도는 코발트-크롬 합금의 경우로서 11.6 

㎂/㎠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는 감각의 역치로 보고된 최소의 값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예민한 사람이 불편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실험 결과는 in vitro에서 얻어진 것으로 실제 구강 내에 비해 

많이 단순화된 것이므로 가능한 임상적인 의미에 관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나의 상부구조물과 임플란트가 쌍을 이룬 것이고, 구강 내 조건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강 내 삽입 시 금속 맛을 느끼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코발트-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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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판단되며, 이들의 전위에 따라 귀비(noble 

or

롬 합금이 낮은 전위를 그리고 코발트-크롬 합금이 

가

 때 그 면적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부식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 이온의 용출뿐만 아니라 자각될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은-팔라디움 합금의 경우는 주조 상태에 따라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은-팔라디움 합금의 사

용 시 그 제조 공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조 및 가공 전 합금의 개방전위 측정 결과 금합금이 가장 높은 개방 전위를 

보였고, 순수 2급 티타늄, 니켈-크롬 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순

수 3급 티타늄 순으로 개방 전위가 낮았다. 개방 전위가 낮은 것은 인공 타액 내

에서 부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base)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갈바닉 부식 발생이 예측된다. 금

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 또는 금합금과 순수 3급 티타늄과의 조합은 갈바닉 부식

의 발생 확률이 높고, 높은 전위차에 의해 많은 전류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갈바닉 부식은 또한 면적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순수 

3급 티타늄으로 임플란트를 만들고, 치아 수복용 보철물로 금합금을 주조하여 사

용한 경우 이들의 반응 면적은 부식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순수 2급 티타늄과 순수 3급 티타늄의 전위차를 보면 불순물의 영향이 상

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조용 합금과 갈바닉 쌍을 형성한 경우 합금에 따른 개방 전위의 높고 낮음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금합금, 은-팔라디움 합금, 티타늄이 비교적 높은 개방 

전위를 가지고 있었고, 니켈-크

장 낮은 개방전위를 보였다. 한편 주조용 합금보다 갈바닉 쌍을 형성한 경우의 

개방 전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갈바닉 쌍이 형성되어 부식이 발생될 확률이 높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조용 합금과 갈바닉 쌍이 형성된 경우의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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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연마 정도 및 기하학적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웠다. 

각각의 갈바닉 쌍의 개방 전위 결과는 니켈-크롬 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이 비교

적 안정한 전위를 유지하고 있고, 개방 전위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합

금, 은-팔라디움 합금, 티타늄은 개방 전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은-팔라

디움 합금이 가장 큰 편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합금 및 은-팔라디움 

합

금속합금과 티타

늄

금은 주조에 따른 표면 및 내부 결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편차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티타늄의 경우는 부동태화 금속으로서 표면 연마 정도, 틈새의 

크기, 합금의 불순물 혼입 정도 등과 같은 재료의 특성 및 부식 환경에 따른 변화

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귀금속합금의 경우 개방 전위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며 immunity range 내에 남

고 음극으로 작용하는 반면, 티타늄은 양극상태에 있게 된다. 귀

의 쌍이 연결될 경우 mixed potential theory에 의해 계산된 icouple corr의 값에 의해 결

정된 비율에 따라 양극인 티타늄이 용해된다. 반면 비귀금속 합금은 개방전위가 

음의 값이며 이러한 쌍이 연결된다면 티타늄이 음극으로 작용하고 비귀금속 합금

이 icouple corr의 값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용해된다. 이런 경우 티타늄이 음극상태

에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금의 전위가 티타늄의 전위와 차이가 클수록 동통을 

지각할 수 있는 범위(sensitive range)내의 갈바닉 전류치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진

다.  

보철물 각 요소의 사이에 타액이 침투하면 다른 종류의 합금들에서  일시적으

로나 영구적으로 접촉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갈바닉 셀을 형성하고 이들의 전위차(potential difference)로 인해 전류(electric 

current)가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갈바닉 셀에 의해 생기는 전류(electric 

current)는 용액 내 산소의 국소적인 감소와 금속 이온의 증가를 야기한다. 갈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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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의 강도는 전극전위, 분극 정도, 양극/음극의 표면적비, 전극간의 거리, 전극의 

표면상태, 전도도(conductivity), 전해질 내의 갈바닉 전류의 경로(passage), 확산, 교

반, 탈기, 온도, pH, 전해질의 조성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 다른 

부식기전, 즉 틈부식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결합체(assembly)의 기하학적 형태

(geometry)로 인해 발생한다. 용해된 산소의 부분적인 고갈과 용액 내 금속이온 농

도

서 실험한 시편의 경우, 양극분극 곡선 상에서 금

합

의 증가로 금속 수산화물이 형성되어 pH가 부분적으로 감소하고 외부 타액으로

부터 Cl- 이온이 확산되는데 이는 틈부식 발생시작과 전파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가 된다. 시간에 따라 주변환경의 산도가 증가하면 합금의 부동태 피막이 용해되

어 부분적인 부식과정이 가속화된다. 

갈바닉 쌍은 특히 양극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Ecouple corr이 양극 구성요소의 

파괴전위(breakdown potential:Ebd)보다 많이 낮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인 틈 내에서

는 산소 농도가 감소하므로, 양극 구성요소의 표면이 파괴되면 재부동태화 되기 

어렵다. 심한 경우는  pH가 3.0 이하가 되기도 한다. 구강 내의 pH는 중성에서부

터 강산까지 다양하며, 체내전체의 전해질의 pH는 7.4±0.1이므로 7.4로부터 3.0까

지의 pH gradient가 틈 내에 존재하게 된다. Nernst equation에 의하면, 262 mV의 전위

차는  pH=4.4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극 구성요소의 파괴전위가 Ecouple corr(+262mV)보

다 상당히 커야 한다. 본 연구에

금, 은-팔라디움 합금, 티타늄 등은 피막이 파괴되지 않았고, 코발트-크롬과 니

켈-크롬 합금은 약 600 mV 이상에서 피막의 파괴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들은 모두 갈바닉 부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

다. 하지만 니켈-크롬 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은 반복 하중과 임플란트의 틈새의 

존재 등이  국부부식(공식, 틈부식, 입계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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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ers와 Greener(1985)는 구강 내 특성에 관한 보고에서 실험관 부식실험 조건의 

기준이 되는 구강 내 산화-환원 전위는 –58 ~ 212 mV(SCE)이고, pH는 6.1~7.9이며, 

비자극성 타액의 산화–환원 전위는 –17 ~ 152.5 mV(SCE)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측정점, 치주 건강도 및 장착물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33). 

일반적으로 실험관 부식 실험 시 대개 구강 내 전위 범위를 넓게 하여 –300 ~ 300 

mV(SCE)로 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전위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250 ~ 250 mV(SCE)에서 정전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전위에서의 

전류밀도를 평가하여 각 전위에서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순수 2급 티타늄에 정전위를 인가한 경우 전위가 높은 상태에서는 전류밀도가 

음

 안

 안정한 음의 전류밀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부동태 형성에 의해 귀한 상태

에

에서 양으로 전류밀도가 변하였고 그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순수 2급 티타늄의 

경우 –250 mV의 전위에서는 낮은 음극 전류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식에 의

한 반응 속도가 아주 느린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전위에서 매우 정한 상태를 유

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위가 0 그리고 250 mV에서는 양극 용해 과정

에 의해 전류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전류밀도의 

요동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막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수 3급 티타늄의 정전위를 인가한 경우는 전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이는 순수 3급 티타늄이 전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250 mV 영역

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50 mV에서는 음의 전류 변화가 단계를 이루면서 일어

나는 것으로 보아 이 전위에서 표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0 

mV의 경우는 –250 mV의 경우와 반대로 초기의 높은 음의 전류밀도가 시간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음의 전류밀도 감소는 시편에 전자를 공급해

줌으로써 시편 표면의 산화물이 제거되고 금속 표면이 중성 상태로 되면서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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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초기에 전류밀도의 급격한 변화는 인공 

타액 내에서 빠른 반응에 의해 안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합금에 정전위를 인가한 경우 –250 mV에서 전류밀도가 매우 안정하게 유지된 

것은 확산율속에 의해 반응이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0과 250 mV에서의 높은 

음의 전류밀도는 금합금이 매우 귀한 재료임을 증명해주는 결과이고, 만약 이 합

금과 다른 비귀금속 합금이 결합될 경우 갈바닉 부식의 발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팔라디움 합금도 모두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지만 금합금에 비해 낮은 음극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는 금합금에 비해 비(base)하지만 고밀도 탄소봉에 비해 귀

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음의 전류밀도가 큰 값을 갖게 되면 귀한 금속이 되는 것이다. 티타늄 지대주 

 전극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발트-크롬 합금 및 니켈-크롬 합금은 각

각의 전위에서 비교적 적은 양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하지만 코발트-크롬 합금은 

음극 또는 양극이 전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니켈-크롬 합금에 0 mV를 인가

한 경우는 합금의 부동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들 종류의 비귀금속 합금은 부동

태 형성을 위해 다량의 크롬이 첨가되어 부동태 합금으로서 전위에 따라 그들의 

귀함과 비함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합금의 부동태가 치밀하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면 귀한 재료로서 음극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양극으로 작용하게 

된다.  

각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정전위 실험에서는 모든 쌍이 –250 

mV(SCE)에서는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는데, 이는 이 전위에서 환원 반응이 발생하

였음을 의미하고, 전류밀도의 절대값은 환원 반응의 속도를 의미하게 된다. 만약 

전류밀도의 절대값이 작다면 반응의 평형 전위에 근접해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절대값이 크다면 환원 반응이 빠른 속도로 발생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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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늄 지대주 쌍과 금

합

여부가 결정될 것

으

과 니켈-크롬 합금 쌍의 전류밀도가 10-3 ㎂/cm2 정도의 낮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인 것은 –250 mV(SCE) 근방에서 평형 전위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갈바닉 쌍은 갈바닉 부식에 의한 손상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금합금 쌍

과 은-팔라디움 합금 쌍은 –3.18과 –6.63 ㎂/cm2의 비교적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는 구강 내에 다른 비한 금속이 즉 아말감과 같은 수복물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때 아말감의 갈바닉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 합금이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양극 활성화 영역 또는 부동태 영역인 250 mV(SCE)에서 티타

금 쌍이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니켈-크롬 합금 쌍이, 코발트-크롬 

합금 쌍과 은-팔라디움 합금 쌍이 높은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들이 250 mV(SCE)에

서 발생시킨 전류밀도는 비교적 낮은 안정한 전류밀도를 보였다. 즉 갈바닉 부식

의 위험성이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에서도 말해 주듯이 주조용 합금, 

금관 그리고 갈바닉 쌍의 약간의 전류밀도 차이는 이들의 주조 상태, 결합시 변연

부의 틈새 크기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합금이 갖는 기본적인 내식

성과 주조 상태 및 결합 정도에 따라 갈바닉 및 틈부식의 발생 

로 생각된다. 각각의 전위 중에서 0 mV(SCE)에서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250 

mV(SCE)에서 높은 전류밀도를 보였다. 구강 내의 전위는 측정점, 치주 건강도 및 

장착물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구강 내 전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합금은 타액을 매개체로 하여 전기적인 갈바닉 전류를 발생시켜 금속이온을 유

리시킨다. 치과용 합금의 금속 이온 방출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

이다. 일정한 농도 이상의 금속은 독성을 가지며, 염증, 알러지, 유전자 변이,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구강 내 임플란트에서 방출되는 금속 구성요소는 혀, 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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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인접한 치은 등에서 발견되나 이는 확산에 의해 국소적인 문제가 아닌 전

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온은 생성된 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배출될 수

도

것이 분명하다26).  

부식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구강 내에서

의

 있고 특정 조직에 선택적으로 축적될 수도 있다. 특정 금속이나 금속화합물의 

해로운 영향은 니켈, 크롬, 코발트, 구리 산업 등에서 이루어진 역학 연구에서 명

확히 밝혀졌고, 이온, 입자, 가용성, 혹은 불용성의 염 상태의 금속이 세포막 수준, 

특히 세포핵 수준에서 유전자 정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효소 과정을 방해하는 

작용한다는 

Fernandez 등(1986), Romaguera 등(1988), Spiechowicz 등(1984)은 니켈 합금으로 제

작한 보철물로 인해 식도와 목 부위에서 작열감과 미각 상실이 나타났음을 보고

한 바 있으며35,105,108), Kalkwarf(1984)는 심한 치은 증식을 보고하였다63). Bass 등

(1993), Moffa(1982), Prystowsky 등(1979)은 금속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이 민감성을 

더 증가시키므로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로 인해 과민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11,89.96), Lamster 등(1987)은 급속한 치조골 소실을 보고하고 이러한 과민 반

응이 보철물 제거 후 사라졌다고 했다73). Bergman 등(1980)과 Magnusson 등(1982)은 

치과용 합금으로부터의 니켈의 유리를 보고하고 이에 의해 알러지가 유발되거나 

더욱 악화된다고 하였다13,8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강 내 사용되고 있는 

재료의 

 부식에 관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속의 부식은 금속 이온 방출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고, 부식 저항의 감소는 

외부로의 이온 방출을 증가시킨다. 이온 용출은 주조(미세구조 내에 다른 상이 존

재), 불충분한 표면 연마, 갈바닉 부식, 국부 부식 등에 의해 촉진된다.  

실험 전의 사진에서 티타늄 임플란트는 깨끗한 표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조된 금관의 경우는 약간씩 표면의 불규칙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는 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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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금관 제조 시 주조 결함 및 표면 연마의 불균일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표면 사진에서는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 틈새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하지만 여러 보고에서 제시된 틈새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면 사진에서의 틈새는 대부분이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yrne 등(1998)에 의하면 premachined abutment보다 주조된 지대주에서 외부 지대

주/임플란트와 지대나사/지대나사 seat 계면들에서의 수직오차가 더 큰데, 이는 제

조과정에서의 pattern의 오차와 주조과정에서의 변형, 도재소성 시의 온도 변화, 

fin

 접촉은 지대주와 보철물 나사에 대한 하중을 

감

ishing과정에서의 제한성 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외부 수직 틈새(external 

vertical gap)는 평균 36-86 ㎛, 주조된 지대주의 경우 74-84 ㎛이었으며 최대 141 ㎛

이었고, 주조된 지대주(205 ㎛과 202 ㎛)가 premachined abutment(308 ㎛-374 ㎛)보

다 임플란트와 덜 접촉했다고 보고하였다20). 접촉부가 넓을수록 loosening을 야기

할 수 있는 torque에 보다 잘 저항할 수 있다.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은 접촉양이 

적다는 것으로 연결체의 기계적인 안정성을 저해하고 세균 침착을 위한 사강으로

써 작용한다.  

이러한 미세틈새가 치은 연하 2-4 mm에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세균의 응집을 

촉진하여 치은 연하 치태 형성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염증을 유발하고 임플란

트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임플란트와 지대주 사이의 긴밀한 적합도는 매우 

중요하다.  

임플란트에 대한 긴밀한 지대주

소시켜, 각 요소의 최대 효율을 얻는데 중요하고 이는 특히 단일 치아 수복 시 

중요하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사 안정성은 단일 치아 수복의 성공에 주

된 요소이다.  

지대나사와 screw seat 사이 틈새의 측정에서도 주조된 지대주가 premach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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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tment보다 더 큰 틈새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screw seat을 finish하는데 사용

된 lapping tool의 eccentricity와, pattern의 부정확성이나 주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생기는 지대주 내 공간에 대한 지대나사 대(stem)의 eccentrically binding 때문이다.  

Gross(1999) 등은 지대주-임플란트 계면에서의 미세유출이 임플란트 시스템 각각

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미세유출의 양은 시스템의 종류, 각 시편, closing torque에 따

라 다양하다고 하였다. 초기 표면의 거칠기(asperity)가 높은 closing torque에서 감소

되는 현상인 embedment relaxation에 의해 모든 시스템에서 각각 추천되는 closing 

to

임

다. 

rque(35 Ncm)시에 현저히 적은 미세유출을 나타내었고, 10-20 Ncm의 closing torque 

시에는 미세유출양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미세유출은 높은 closing torque로 계면

의 적합도를 긴밀하게 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50). 

본 연구에서의 주조된 지대주는 제조자의 지시대로 20 Ncm의 torque로 closing하

였는데 이러한 적은 torque가 이 군들에서의 전체적인 적합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생각된다. 실지 단면 사진에서 주조된 지대주의 경우 지대나사가 고정체 나

사산에 완전하게 안착되지 못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에 관해서

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며 premachined abutment에서 추천되는 것과 같은 높은 

closing torque의 사용이 가능한 패턴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Gratton 등(2001)은 

20 Ncm으로 지대주를 tightening 시는 2-3개월 내에 screw loosening이 발생하지만 

30 Ncm 시에는 2-3년 간의 기능에도 견딜 수 있으며 또한 undertightening된 joint는 

플란트-지대주 계면에서의 micromotion이 더 크고 이 자체가 연조직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47).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torque로 나사를 

tightening하는 것이 임플란트 보철물의 성공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

지대주나 healing screw제거시의 출혈과 악취는 미세유출 때문일 수 있고, 

functional rocking effect와 screw loosening이 임플란트-지대주 계면에서의 미세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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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증가시키므로 임플란트 각 요소의 최적의 적합도, 최소의 지대주 동요, 적절

한 보철물 설계, 교합, 지속적인 preload를 통해 이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당류와 

짧은 peptides 등의 작은 분자들(molecules)을 포함한 유체(fluid)가 계면을 통해 확

산될 수 있으며 세균의 부산물이나 세균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도 포함할 수 있다. 

세

따

다. 비록 부식에 의한 전류밀도는 낮은 수준에서 발생되었으나 

시

되었고, 금관 표면의 부식이 진행되었다. 단면 사진에서 틈부식이 

진

변연부 봉쇄의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균이 임플란트-지대주 계면을 통과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중이나 많은 학

자들이 기능중인 임플란트 내면에 세균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Gram-positive cocci로부터 gram-negative rods에 이르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임플란트 요소들을 라 침투할 수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관련이 있는 Streptococcus constellatus, 

Bacteroides species, Peptostreptococcus micros, Fusobacterium species 등이었다97). 이러한 

세균유출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를 

위한 GTR 술식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화학적 실험이 진행된 시편은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반점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

편 표면의 부식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공 타액 내에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극분극 실험과 정전위 실험 중 250 mV에서의 

사진에서 부식의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틈새 부위의 모서리 부분은 부식 

발생이 확인

행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기화학적 실험 전후의 표면 및 단면 

형상에서는, 전기화학적 실험으로 발생된 전류는 낮았지만 여러 사진에서 표면 

퇴화(surface degradation) 및 틈부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식의 산물이 

아말감의 경우는 부식 산물이 아말감과 치질 계면의 틈새 사이에 침착되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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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봉쇄 효과를 나타내나, 임플란트-지대주 사이의 계면에서는 부식산물의 침착 

대신 금속의 용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용 임플란트 보철물에 사용되는 기준금속은 없다. 많은 임상가들은 

전

직의 염증, 음식물 섭취, 

치

문에 

보 /

통적인 치과 보철물에서의 기왕의 경험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금속의 선택은 이것이 갈바닉 부식을 일으키고 

임플란트와 주위조직뿐만 아니라 보철물과도 관련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많은 현상의 생물학적인 결과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금들은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서 치과영역에서 오래 동안 

사용하여왔다. 인공 타액 내에서 이들의 내식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구강 내 환경은 미생물의 존재, 치태의 발생, 치주 조

아의 건강도 등 아주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적인 전기

화학적 특성 평가는 임상적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 재료의 

복합적인 사용은 더 복잡한 부식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재료의 선택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티타늄 임플란트의 골유착은 복잡한 과정으로 이는 생물학적이고 생화학적이고 

생역학적인 요구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일어난다. 따라서 골유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필요한 전기화학적인 성질( 낮은 전류 밀도, 주위조직에서의 이온 

fluxes의 교란 감소, 표면 산화막의 높은 절연상수, 좋은 부식성질, 생체 내에서의 

생체부동태산화막의 형성)이 골내와  골외 구성요소의 갈바닉 쌍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주조 티타늄은 열 효과에 민감하고 불순물이 삽입될 수 있기 때

철물에서는 주조된 표면보다 가공된(wrought and or milled) 티타늄의 사용이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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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임플란트와 귀금속합금 지대주의 쌍의 경우가 비귀금속합금의 쌍보다 더 

적은 갈바닉 양극화 효과를 나타낸다. 보다 큰 수치의 △Ecouple이 높은 부식 

저항성을 가지는 금속과 합금에 대해 상당한 부식전류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더 낮은 수치의 부식전류를 나타내었다. 

Arvidson과 Johansson(1985)은 in vitro에서 3주간 귀금속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의 

갈바닉쌍에 의해 생성된 전류를 측정하고 전류밀도는 측정이 곤란할 만큼 

작

스틸, 니켈-크롬 합금 등과 

티

티타늄 조

바닉 쌍을 

이

다(<0.001 ㎂/㎝²)고 보고하였다9). Taylor 등(1999)은 순수 1급  티타늄과 Ti-6Al-

4V 합금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니켈 합금보다 훨씬 더 부식저항성이 좋다고 

하였다113). Ravnholt(1988)는 in vitro에서 20일간 귀금속 금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304 스테인리스 스틸 등과 티타늄의 갈바닉쌍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이는 

측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작았다(<1.0 ㎂/㎠)고 보고하였다101). Reclaru와 

Meyer(1994)는 in vitro에서 금합금, 스테인리스 

타늄의 갈바닉 쌍의 경우 최소의 전류(<1.0 ㎂/㎠)가 있음을 발견하였다103).  

티타늄 임플란트가 모든 갈바닉쌍에서 반드시 음극인 것은 아니다. 티타늄이 

양극으로 작용하는 경우 티타늄 표면의 퇴화(degradation)나 표면특성의 파괴를 

일으키는 전위는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티타늄-티타늄 

산화막-조직 계면에서 계속 발생하여야 하는 역동적인 교환과정을 제한하므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 음극으로 작용하는 경우에서 차 높은 수치의 

△Ecouple이 전류밀도, electromagnetic fluxes, 이온 교환 등과 더불어 티타늄-티타늄 

산화막-조직 계면에서의 골유착과 리모델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측정된 전위는 금속의 전기화학적인 양상을 특징지우는데  유용하기는 하나 이 

전위의 극성이나 크기가 부식 활성 정도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갈

룬 금속의 부식율을 예측할 수는 없다.  

 61 



   

Yontchev 등(1986)은 환자의 구강 악안면 불편감과 구강내 측정된 전위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123).  

Kawahara 등(1968)은 금속의 포독성은 원소주기율표에서  금속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65). Wright 등(1982)은 금-구리-은 합금의 부식 연구에서, 부식 

및 세포독성과 배지 내의 구리 농도 사이에 상 관계가 있다고 였다122 .  

전위와 전류는 티타늄의 골유착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이 되어왔다. 

일부는 해로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일부는 이로운 효과를 주장하고, 일부는 

 세 그

관  하 )

아

사용하는 경우 이들의 조성 때문에 부식이 

야

d

 전자를 빼앗는다. 이종금속의 상부구조물과 연결된 임플란트(사이에 

수  

 기전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손상은 누적된다. 가장 흔한 

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다.  

Voitik(1996)은 티타늄 치과용 임플란트는 생체적합성을 갖게 하는 부식저항성의 

부동태화 피막을 가지는데, 임플란트와 지대주, 상부구조물 등이 적절한 

전기화학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 이 막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골세포 

수준에서의 갈바니즘을 막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였다118). 특히 

부적절한 합금과 납착용 합금을 

기하고 임플란트가 위태로워지므로 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임플란트가 상부구조물과 연결시 이들이 서로 음극과 양극으로 작용하는 갈바닉 

현상이 발생하며 중요한 음극반응의 산물은 free ra ical hydroxyl(OH-)이다. free 

radicals는 매우 반응성이 강한 분자로, 표면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상태의 분자는 파괴적으로 산화를 일으키거나, 이들이 관여하는 

화합물에서

백mV의 전위를 가지는)는 과량의 free radical 특히 hydroxyl(OH-)을 생성한다. 

세포 내에는 free radical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전들이 

있으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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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속

 의

 지

훨 로

, 

트 

주

내

이 세포의 노화이다. 따라서 비귀금속합금이나 납착부위를 가진 좋지 않은 

상부구조물을 사용시 이러한 보호기전에 지 적인 과부하를 주어 임플란트 

부위의 골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골소실을 일으킬 수 있다.  

골-임플란트 계면에 침착된 마모된 티타늄 입자가, lysosomal degradation과 임파절 

및 다른 장기로의 이동 후에 cellular uptake되며 티타늄의 양은 정상 신장 조직의 

100배, 정상 간 조직의 275배, 정상 폐 조직  3400배이었다. 금속이온에 대한 

국소조직의 반응은 단기간의 반응이지만, 금속이온이 떨어져 있는 다른 조직에 

축척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전신적인 영향은 자유 금속이온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주조용 UCLA 대주의 연결에 사용된 티타늄 지대주 나사는 Ti-

6Al-4V 합금으로 이의 경도가 고정체보다 씬 크므  나사를 조일 때 고정체 

내면의 나사산의 마모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마모된 잔사들이 임플란트 

내강(chamber) 내에 남게 되고 이들의 부식이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임플란

위조직에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지대주의 멸균소독 

외에 임플란트 내면의 소독(disinfection)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임플란트 면이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부식과정으로 용출된 이온의 성분 분석 실험과 

이의 독성 실험, 또한 부식 실험 전과 후의 임플란트-지대주 계면에서의 

permeabilty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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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순수 티타늄 임플란트 고정체와 이의 상부구조물로써 티타늄 지대주 및 금합금, 

은- 팔라디움 합금, 코발트-크롬 합금, 니켈-크롬 합금 등으로 제작된 UCLA 지대

주를 연결하여, 37℃ 인공타액 내에서 양극분극 실험, 개방전위 측정 실험, -250mV, 

0

를

1

.9  s 태

은 v

2 로 나 은

 

2

는 약 E

mV, 250mV에서의 정전위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 후 임플란트와 상부구조물의 

부식 양상 및 변연부 봉쇄 정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순수 2급 티타늄과 순수 3급 티타늄은 1.6 V(SCE)까지 공식이 발생되지 않았

고, 각각 약 2 8 ㎂/cm2와 7.1 ㎂/cm2 v . 250 mV(SCE)의 부동  전류밀도를 

보였다. 금합금과 은-팔라디움 합금  전류밀도가 약 2.54 ㎂/cm2 s. 250 

mV(SCE), 3.65 ㎂/cm  vs. 250 mV(SCE)  낮게 타났다. 니켈-크롬 합금  낮

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으나 500 mV 이상에서는 전류밀도가 빠르게 증가

하였고, 코발트-크롬 합금이 가장 높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다.  

. 금합금, 순수 2급 티타늄, 니켈-크롬 합금과 은-팔라디움 합금의 개방 전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위가 일정하였으나, 코발트-크롬과 순수 3급 티타늄의 

개방전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금합금, 순수 2급 티타늄, 니켈-

크롬과 은-팔라디움 합금의 개방전위  각각  50, 20, 0, -60 mV(SC )로 나타

났다. 코발트-크롬과 순수 3급 티타늄의 개방전위는 음의 전위를 보였고, 시

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3. –250 mV의 전위를 인가한 경우 모든 합금에 음극 전류가 흘렀고, 재료마다 

음극 전류의 절대량은 차이가 있었다. 0 mV를 인가한 경우는 코발트-크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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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제외하고 모두 음의 전류가 흘렀다. 250 mV를 인가한 경우는 순수 2급 

티타늄과 코발트-크롬 합금이 양의 전류가 흘렀고 나머지는 음의 전류가 흘

렀다. 금합금의 경우는 0과 250 mV를 인가한 경우 음의 전류

  

 

의 절대값이 상

 이룬 경우 유사한 전류밀도를 보였다. 은-팔라디움 

부

 결과에서, 

의

전위를 보였다. 은-

팔라디움 합금, 티타늄 지대주, 금합금이 비교적 높은 개방전위를 보였고, 이

들 합금들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합금들과 니켈-크롬 

합금과 코발트-크롬 합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니켈-크롬 합금이 낮은 개

방전위를, 코발트-크롬  합금이 가장 낮은 개방전위를 보였다. 

당히 높게 나타났다.  

4. 주조 및 가공 전의 치과용 합금, 상부구조물, 상부구조물/티타늄 임플란트 쌍

의 양극분극 곡선에서 티타늄은 합금 상태나, 가공된 지대주, 그리고 쌍을 이

루었을 때 부동태 전류밀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공식은 발생되지 않았다. 

금합금은 상부구조물이 가장 낮은 전류밀도를 보였고, 주조용 합금 및 상부

구조물과 임플란트가 쌍을

합금은 유사한 양극분극 거동을 보였다. 코발트-크롬 합금은 주조 전 합금이 

가장 높은 부동태 전류밀도를 보였고, 상부구조물이 가장 낮은 부동태 전류

밀도를 그리고 상부구조물과 임플란트가 쌍을 이룬 경우는 중간의 동태 전

류밀도를 보였다. 이 세 경우 모두 공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크

롬 합금은 모두 유사한 양극분극 거동을 보였고, 모두 공식이 발생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트 쌍의 시간에 따른 개방전위 측정

개방전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티타늄 지대주와 니켈-크롬 합

금은 개방전위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도 있고, 금합금은 두 범위에서 개방

전위를 보였다. 그리고 은-팔라디움 합금은 편차가 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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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강 내 전위에서 즉 –250, 0, 에서 상부구조물과 티타늄 임플란

트 쌍의 전류 밀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쌍이 – 250 mV(SCE)에서는 음의 전

-크롬 합금은 3.19×10-4 ㎂/cm2, 은-팔라디움 합금은 5.05×10-2 ㎂/cm2, 금합

금은 0.105 ㎂/cm2 그리고 코발트-크롬 합금은 0.395 ㎂/cm2의 전류밀도를 보

7. 

낮았지만 

 

이

을 보

금과  합금은 비교적 높은 내식성을 

갈

250 mV(SCE)

류밀도를 보였다. 금합금과 은-팔라디움 합금은 –3.18과 –6.63 ㎂/cm2의 높은 

음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250 mV(SCE)에서 티타늄 지대주가 가장 낮은 전류

밀도(9.48×10-2 ㎂/cm2)를 보였고, 금합금이 0.313 ㎂/cm2, 니켈-크롬 합금이 

1.27 ㎂/cm2, 코발트-크롬 합금은 5.60 ㎂/cm2, 은-팔라디움 합금이 8.06 ㎂/cm2

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0 mV(SCE)에서는 티타늄 지대주는 4.05×10-4 ㎂/cm2, 

니켈

였다. 

전기화학적 실험이 진행된 시편은 티타늄 임플란트 표면에 반점이 형성되었

고, 부식에 의한 전류밀도는 낮은 수준에서 발생되었으나 표면 부식은 발생

되었다. 양극분극 실험과 정전위 실험 중 250 mV에서 부식이 발생되었다. 틈

새 부위의 모서리 부분은 부식 발생이 확인되었고, 금관 표면의 부식이 진행

되었고 틈부식이 진행되었다. 전기화학적 실험으로 발생된 전류는 

표면 퇴화 및 틈부식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식의 산물의 변

연부 봉쇄 효과는 없었다.  

상의 결과로 주조 가공 전 상태에서는 코발트-크롬 합금이 가장 낮은 내식성

였고, 티타늄은 인가된 전위와 환경에 따라 내식성의 변화가 있었으며, 금합

 은-팔라디움 합금은 높은 내식성을, 니켈-크롬

보였다.  

바닉 쌍의 실험에서 갈바닉 부식은 코발트-크롬 합금 쌍에서 발생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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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구조

욱 위

야 할 험으로부터 발생된 전류는 구강 내에서 자각될 수 있

인체

성, 합

설계

 

 

른 합금 쌍은 그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플란트의 

상 특히 틈부식의 위험이 존재하며, 틈부식 발생에 갈바닉 부식의 가세는 더

험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인자들을 고려하여 합금을 선택하여

 것이다. 전기화학적 실

는 전류 밀도보다 낮게 발생되었으나 낮은 전류밀도라 하더라도 용출된 이온이 

 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상부구조물 및 임플란트용 합금의 내식

금에 존재하는 이온의 독성 및 부식 및 세균 유출의 방지를 위한 임플란트 

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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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he aesthetic and functional restoration of edentulous patient, recently dental implants 

been used widely. 

corrosion resistance. Ti has been used as implant materials and gold, silver-palladium, nickel-

ium, and cobalt-chromium alloys as suprastructures. Su

different compositions in electrical contact may develop galvanic or coupled corrosion 

ems. In vitro investigations have 

phenomena. Several cases have also reported failure of a restoration because of lack of 

rstanding of galvanic corrosion. Besides galvan

may be occurred in the marginal gap or the gap between dental implant assemblies. 

his study, Ti as implant(fixture and screw),

and nickel-chromium alloys as suprastructure(crown) were used to investigate their galvanic 

sion phenomena as well as crevice corrosion of suprastructure/Ti implant couples. 

tiodynamic and potentiostatic testing were performed in artificial sa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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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odynamic testing was carried out at the potential scan rate of 1 mV/sec, and in the 

 of –600~1600 mV(SCE). Potentiostatic testing such as open circuit potential range and current 

After cross-sectional micrographs of the 

Po cture/Ti implant couples exhibited the  

coup implant couples the 

mV(S

imme

and t ap between suprastructure and implant fixture. Silver-palladium, 

-93.2 ely.  

silver nt densities of –3.18 and –6.63 ㎂/cm2, 

densi les 

low c

Th henomena such 

as crevice or pitting corrosion in the marginal gaps and surfaces of the assemblies. 

densities at –250, 0 and 250 mV(SCE) was performed for 5000 seconds in artificial saliva. 

 electrochemical testing, the surface morphologies and 

samples were observed using optical microscopy. 

tentiodynamic test results indicated that suprastru

passive current density range of 0.5~12  ㎂/cm2, Ti abutment/Ti implant and gold/Ti implant 

les exhibited relatively low passive current densities, Co-Cr/Ti 

highest. Co-Cr/Ti and Ni-Cr implant couples showed the breakdown potentials of 700 and 570 

CE), respectively.  

Open circuit potentials of suprastructure/Ti implant couples remained stable according to 

rsion time, and depended on the casting and surface finishing state of suprastructures, 

he amount of marginal g

Ti abutment, gold, Ni-Cr and Co-Cr/Ti implant couples exhibited the open circuit potentials of 

±93.9, -123.7±58.8, -140.0±80.6, -223.5±35.1, and -312.7±29.8 mV, respectiv

The couples exhibited cathodic current densities at –250 mV(SCE), especially, gold and 

-palladium alloys showed the high cathodic curre

respectively. At 250 mV(SCE), Ti abutment/Ti implant couples exhibited the lowest current 

ty of 9.48×10-2 ㎂/cm2, and gold, Ni-Cr, Co-Cr and silver-palladium/Ti implant coup

exhibited 0.313, 1.27, 5.60 and 8.06 ㎂/cm2, respectively. The couples exhibited relatively 

urrent densities at 0 mV(SCE).  

e photographs after the electrochemical testings showed the corrosi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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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Co-Cr/Ti implant couples among the tested samples had the possibility of the 

alvanic corrosion, the degree of the galvanic corrosion was not significant. But we should 

have it in mind t ch as crevice or 

pitting corrosion.  

Key words : dental implant, suprastru sion, crevice corrosion, dental alloy, 

potentiodynamic testin

g

hat galvanic corrosion can accelerate localized corrosions su

 

cture, galvanic corro

g, potentiostatic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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