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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의 

내식성 평가 및 니켈 금속 이온 유리

  니켈 금속 이온의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내식성이 높은 치과교정용 NiTi 합

금계 선재를 개발 실용화하기 위하여, NiTi에 제3의 원소로 각각 Ag 및 Mo을 첨

가한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를 실험군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Ni-Ti, Nitinol, Nickel titanium arch wire 및 Sentalloy를 대조군으로 하여, 각 선

재의 조성을 분석하고, 상 분석, 미세 경도 측정, 시차주사열량 측정, 내식성 평가 

및 이온 용출 실험을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 분석 결과, NiTiAg 선재는 마르텐사이트의 단사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

고, 다른 모든 선재는 오스테나이트의 입방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선재 길이방향의 미세 경도 측정 결과, NiTiAg 선재는 352.2 Hv를, NiTiMo 선

재는 423.5 Hv의 경도 값을 보 으며, 대조군은 296.7∼424.4 Hv 범위의 경도 

값을 보 다.

3. 시차주사열량 측정 결과, NiTiAg 선재는 냉각 시 선재의 변태 온도가 상승하

고, NiTiMo 선재는 하강하 다.

4. 내식성 평가 결과, NiTiAg 선재는 우수한 내식성을 보 다.

5. 이온 용출 실험 결과,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의 니켈 금속 이온 용출량

은 8주에서 대조군 선재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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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로 실험군 선재인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는 내식성이 우수하

여, 니켈 금속 이온의 유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금 

원소의 조절과 가공 방법의 최적화 및 열처리의 제어를 통하여 치과교정용 NiTi 

합금계 선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

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핵심되는 말 : NiTiAg 선재, NiTiMo 선재, 내식성  평가, 니켈 금속 이온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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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iAg와 NiTiMo 선재의 

내식성 평가 및 니켈 금속 이온 유리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교수  김 경 남)

김 신 애

Ⅰ. 서   론

  1900년경 금선재(gold wire)가 처음으로 치과교정용 선재로 사용된 이래, 다양

한 교정장치와 선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Gaston, 1951; Kohl, 1964; 

Richman, 1956; Ricketts, 1979). 1920년대까지 주로 사용되었던 귀금속 선재는 가

격이 비싸고, 납착(soldering)이 되지 않으며, 기계적 특성이 부족한 단점을 가지

고 있었다. 1929년에는 탄성이 높고, 내식성이 좋으며, 가격이 저렴한 스테인리스

강 선재가 개발되어, 금선재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다(Wilkinson, 1962).

  1960년대에 Buehler(1963)는 티타늄에 니켈을 1:1의 비율로 첨가하여 NiTi 합

금을 최초로 개발하 고, 이 합금을 Nitinol이라 명명하 다. 이 합금이 갖는 특성

이 여러 분야에 응용되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고, 1971년에는 Andreasen과 

Hilleman(1971)이 니켈과 티타늄이 기본이 되는 NiTi 합금을 치과교정학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하 다. NiTi 선재는 낮은 강성률, 높은 탄성률, 형상기억효과 및 

초탄성이라는 독특한 장점 때문에 임상 교정 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체금속재료가 체내에 사용될 경우 금속이온의 장, 단기적 용출이 문제 시 될 

수 있다. 이 때, 용출되는 여러 가지 이온들 중, 니켈 금속 이온의 용출에 의한 알

러지 반응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으로, 과민반응과 접촉성피부염 및 천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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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며, 중등도의 세포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Fernandez 등(1986), 

Spiechowicz 등(1984)과 Romaguera 등(1988)은 니켈 합금 보철물이 식도와 목 

부위에 작열감과 미각 상실을 유발하 다고 보고하 고, Magnusson 등(1982)은 

치과용 합금의 니켈 금속 이온 유리에 의해 알러지가 유발되거나 더욱 악화된다

고 보고하 다. 치과교정 역에서도 Greig(1983)와 Dickson(1983)은 headgear의 

사용으로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을 보고하 고, Levy 등(1980)과 Rickles(1980)는 

교정장치물에 의한 니켈 알러지 반응을 보고하 다.

  Maijer와 Smith(1982, 1986)는 재료의 내식성, 금속의 soldering이나 welding, 

이형금속에 의한 galvanic corrosion, 치태 내 미생물대사에 의한 상호작용, 장치

의 표면적, 표면 연마 정도 등이 교정장치로부터의 금속 이온 유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라고 주장하 다. 이외에도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환경에서 금속 이

온 유리량을 측정한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Berge 등, 1982; Park과 

Shearer, 1983; Gjerdet과 Hero, 1987).

  NiTi 합금은 높은 내식성과 생체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높

은 니켈의 함량으로 인하여 인체 내에서 니켈 금속 이온 용출로 인한 부작용의 

여지가 있어, 사용에 관한 찬반 양론이 각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니켈 금속 이온의 유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 등(2001)은 NiTi 합금에 Ag를 첨가한 

결과, NiTi 합금의 내식성이 향상되었으며 니켈 금속 이온의 용출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NiTi 합금계 선재의 니켈 금속 이온 유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켈 금속 이온의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식성이 높

은 치과교정용 NiTi 합금계 선재를 개발 실용화하기 위하여, NiTi에 제3의 원소

로 각각 Ag 및 Mo을 첨가한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를 실험군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Ni-Ti, Nitinol, Nickel titanium arch wire 및 Sentalloy

를 대조군으로 하여, 각 선재의 조성을 분석하고, 상 분석, 미세 경도 측정, 시차

주사열량 측정, 내식성 평가 및 이온 용출 실험을 시행하여, NiTiAg 선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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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Mo 선재의 내식성 평가 및 니켈 금속 이온 유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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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에서 개발한 

NiTiAg 합금(YN) 및 Biosmart사의 NiTiMo 합금(BN)을 0.016″round wire로 

제작하여 실험군으로 하고, 상용재인 같은 직경의 ORMCO사의 Ni-Ti(ON), 3M 

Unitek사의 Nitinol(UN), G & H사의 Nickel titanium arch wire(GN)와 TOMY사

의 Sentalloy(TS)를 대조군으로 하 다(Table 1).

Table 1. Dental  orthodontic NiTi alloy wires used in this study

 Group   Materials Code    Manufacturer

 Experimental
 NiTiAg YN    Yonsei Univ., Korea 

 NiTiMo BN    Biosmart, Korea

 Control

 Ni-Ti ON    ORMCO, USA

 Nitinol UN    3M Unitek, USA

 Nickel titanium arch wire GN    G & H, USA

 Sentalloy TS    TOMY, Japan

2. 연구방법

 가. 조성 분석

  각 선재를 에너지 분산분석기(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Superdry model, Kervex, USA)를 사용하여 Ni, Ti, Ag 및 Mo의 조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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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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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ax Rint 2400 model, Rigaku, Japan)를 이용하 다. 0.016″round wire 상악 

ideal arch form의 양단 직선 부위를 10 ㎜씩 자른 15개의 조각을 접착테이프에 

부착하여 판형을 만들어 시편으로 사용하 다. 각 판형에 대한 X-선 회절 분석은 

Cu Target의 Kα선을 이용하여 scan range 20。∼70。, scan rate 4。/min의 조

건으로 분석하 으며, 표준회절분석도표(JCPDS car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cards)로 해석하 다.

 다. 미세 경도 측정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하여 미세 경도를 측정하 다. 미세 경도 측정에는 

Micro Vickers Hardness Tester(MXT-α 7E model, Matsuzawa Seiki Co., 

Japan)를 이용하 고, 100g의 하중으로 각 선재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5회씩 측

정한 다음 그 평균 값을 구하 다.

 라. 시차주사열량 측정

  각 시편을 시차주사열량계(DSC Q10 V6.2, U.S.A.)를 이용하여 열 분석을 하

다. 전자저울(A200S, Sartorius, Germany)을 이용하여 각 선재에서 각각 10 ㎎씩 

취한 다음, 알루미늄 sample pan에 위치시키고 봉하 다. 측정 온도 범위는 

-50℃에서 150℃로 하 고, 승온 및 냉각 속도는 10℃/min로 하여 각 시편의 상 

변태 온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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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식성 평가

  인공타액 내에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시행하여 내식성을 비교하 다. 사용된 

인공타액의 조성은 Table 2와 같다. 각 시편의 뒷면에 구리선을 납땜하여 연결하

고, 연결 부위를 레진으로 고정시킨 후, 단면적 0.4 ㎠만이 인공타액에 노출되도

록 제작하 다. 37℃로 유지된 인공타액이 담긴 반응조에 시편을 넣고 

Potentiostat(Model 263A. EG&G, USA)에 연결하 고, Corrosion cell은 보조전

극(auxiliary electrode, AE)으로 백금 전극을 사용하 으며, 표준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포화감홍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사용하 다. 

-600 ㎷(SCE)의 음극 전위 하에서 10분간 강제 환원을 거쳐 시편 표면의 불순물 

및 산화물을 제거한 후, 다시 10분간 개방 전위 하에서 안정화 후 부식 전위를 측

정하여 이 때의 부식 전위 값 보다 약 250 ㎷(SCE)정도 낮은 전위에서부터 양극 

방향으로 분당 1 ㎷의 속도로 전위를 증가시키면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하 다. 

선재의 개방전위 및 정전위 실험은 앞서 기술한 Corrosion cell에서 수행하 다. 

개방전위 실험은 2시간동안 전위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전위를 측

정하 다. 정전위 실험은 250 ㎷(SCE)로 유지된 전위에서 2시간 동안 시간-전류

도를 측정하 다.

Table 2. Constituents of artificial saliva

Constituent Concentration(g/ℓ)

NaCl 0.400

KCl 0.400

CaCl2․2H2O 0.795

NaH2PO4․2H2O 0.780

Na2S․5H2O 0.005

CO(NH2)2(Urea) 1.000

Distilled water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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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온 용출 실험

 

  각 선재 당 5 ㎝의 시편 5개씩을 준비하여 아세톤과 에틸알코올로 세척한 후, 

증류수로 초음파 세척하여 건조시켰다. 각 용기에 인공타액 50 ㎖를 담고 준비한 

시편 5개씩을 침적시켜 봉한 후, 인큐베이터에서 37℃로 유지하 다. 1주(1W), 

2주(2W), 4주(4W), 8주(8W) 간격을 두어 각 용기에서 2 ㎖의 용액을 채취하고, 

인공타액 내의 니켈 금속 이온 유리량을 탄소로원자흡광분석기(GFAAS,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6601 model, Shimadzu Co. 

Ltd., Japan)로 측정하 다.

  침적시간별 및 선재별 니켈 금속 이온 유리량의 유의차를 one 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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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조성 분석

  조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선재는 Ni이 고함량 포함된 NiTi 합

금계 선재이었다. Ni의 원자함량은 50.92%에서 55.70%의 범위이었고, Ti의 원자 

함량은 44.39%에서 49.27%의 범위이었으며, YN에서 Ag의 원자 함량은 0.23%이

었고, BN에서 Mo의 원자함량은 0.58%이었다(Table 3).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at%(wt%)]

 Group  Code Ni Ti Ag Mo

Experimental
YN 50.92(55.86) 49.27(44.10) 0.23(0.47) -

BN 55.70(60.46) 44.39(39.32) - 0.58(1.02)

 Control

ON 53.57(58.68) 46.83(41.86) - -

UN 52.73(57.79) 47.44(42.42) - -

GN 52.80(57.82) 47.45(42.40) - -

TS 52.11(57.01) 47.53(42.42) - -

2. 상 분석

  YN은 회절각 약 45° 부근에서 (012)의 단사정(monoclinic) 회절선(main peak)

인 마르텐사이트상이 관찰되었고, 다른 모든 선재는 약 42.5° 부근에서 (110)의 입

방정(cubic) 회절선인 오스테나이트상이 관찰되었다(Fig 1). YN과 BN 및 UN의 

경우 주 회절선 관찰을 통해 볼 때, 피크가 넓게 분포하는 현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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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YN: NiTiAg, BN: NiTiMo, ON: Ni-Ti,   

        UN:  Nitinol,   GN:  Nickel  titanium  arch  wire,  TS:  Sentalloy. 

        A: austenite(cubic), M: martensite(monoclinic).

3.  미세 경도 측정

  YN은 352.2 Hv의 경도 값을 보 고, BN은 423.5 Hv의 경도 값을 보

으며, 대조군은 296.7∼424.4 Hv 범위의 경도 값을 보 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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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Longitudinal microhardness(Hv) of NiTi alloy wires.

4.  시차주사열량 측정

  가열 시 얻은 시차주사열량 곡선이 기지선(base line)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접

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오스테나이트 개시 온도(As, 

Austenite starting temperature)로 하 고, 계속 가열 시 다시 기지선과 합류하는 

곳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오스테나이트 종료 온도

(Af, Austenite finishing temperature)로 하 으며, 이 후 냉각 시 기지선에서 벗

어나는 곳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마르텐사이트 개

시 온도(Ms, Martensite starting temperature)로, 계속 냉각 시 다시 기지선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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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는 곳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과 기지선의 교점에서의 온도를 마르텐사이트 종

료 온도(Mf, Martensite finishing temperature)로 하 다(Fig. 3).

  변태 온도 분석 결과,  가열 시 As온도는 71.0 ∼ 97.7℃, Af온도는 95.0 ∼ 

132.5℃범위를 나타냈고, 냉각 시 Ms온도는 51.2 ∼ 75.3℃범위를, Mf온도는 23.5 

∼ 46.4℃ 범위를 보 다(Table 4). YN은 냉각 시 선재의 변태 온도가 상승되었

고, BN은 냉각 시 변태 온도가 하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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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ansformation  Temperature based on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curves(D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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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ransformation temperature measurements of  NiTi alloy 

wires using DSC

As(℃) Af(℃) Ms(℃) Mf(℃)

YN 97.7 132.5 75.3 46.4

BN 87.5 117.0 51.2 23.5

ON 71.0 95.0 61.4 29.3

UN 86.0 116.5 64.1 35.7

GN 85.5 116.1 64.0 34.6

TS 84.0 113.2 62.6 35.8

5. 내식성 평가

  NiTi 선재의 내식성 평가를 위해 동전위 분극 실험과 개방전위 실험 및 정전위 

분극 실험을 하 다. 동전위 분극 실험 결과, 측정 전위 구간 내에서 YN은 UN, 

TS와 함께 안정된 전기화학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BN은 약 500 ㎷(SCE) 근처에

서 공식이 발생하 고, 공식 발생 이후에는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도가 빠

르게 증가하 다. GN, ON은 실험 초기부터 높은 전류 도를 나타내었으며, 일

부 전위 구간에서는 안정적인 거동을 보 으나, 지속적으로 부식이 일어남이 관

찰되었다(Fig. 4).

  모든 선재가 -300 ㎷(SCE)에서 -260 ㎷(SCE)사이의 개방전위를 나타내었다.  

YN과 TS는 초기에 점진적으로 전위가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개방전위를 나타내었고, BN과 ON과 UN 및 GN은 초기에 급격히 전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개방전위를 나타내었다. YN, 

BN, ON, UN, GN, TS의 개방 전위 값은 각각 -292 ㎷(SCE), -276 ㎷(SCE), 

-278 ㎷(SCE), -302.3 ㎷(SCE), -283.8 ㎷(SCE), -285 ㎷(SCE)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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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SCE)에서 측정된 선재의 정전위 분극 실험 결과, YN, BN, ON, UN, 

TS는 각각 0.44 ㎂/㎠, 0.34 ㎂/㎠, 0.44 ㎂/㎠, 0.15 ㎂/㎠, 0.34 ㎂/㎠를 나타내었

으며, 측정 시간동안 전체적으로 1 ㎂/㎠ 이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GN은 다른 

선재에 비하여 반복적으로 시간에 따라 전류 도가 증가, 감소하는 불안정한 정

전위 거동을 보여주었다(Fig. 6). 

Fig. 4.  Anodic polarization curves of NiTi alloy wires in artificial  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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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온 용출 실험

  이온 용출 실험 결과는 Table 5 및 Fig. 7과 같다. 침적시간에 따른 니켈 금속 이

온 유리량을  살펴보면, YN과 BN은 1주와 2주에서 4 ppb 이하의 유리량을 보 고 4

주에서 1주, 2주에서보다 소량의 유의한 증가를 보 으며 8주에는 유의한 증가를 보

이지 않았다. ON은 1주와 2주에서 4 ppb이하의 유리량을 보 고 4주와 8주에는 유의

한 증가를 보 는데 특히 8주에 많은 유리량을 보 다. UN은 1주와 2주에서 4 ppb 

이하의 유리량을 보 고 4주와 8주에는 1주, 2주에서보다 소량의 유의한 증가를 보

다. GN은 1주, 2주, 4주에 비하여, 8주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 다. TS는 2주와 8주에

서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5).

  선재별 니켈 금속 이온 유리량을 살펴보면, 1주에는 GN이 다른 선재에 비해 유

의하게 많은 유리량을 보 고 2주에는 선재간 유의차가 없었다. 4주에는 YN과 BN

이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고 8주에는 YN이 다른 선재에 비해 유의하게 가

장 낮은 유리량을 보 다(p<0.05).

Table 5.  Nickel ion release according to the period of immersion in 

artificial  saliva(ppb)

1 week 2 week 4 week 8 week

YN 3.48±0.37 2.66±0.58 4.23±0.79 3.72±0.31

BN 2.03±0.11 2.54±0.86 4.14±0.40 4.91±0.17 

ON 2.67±0.51 2.87±0.27 3.46±0.10 8.20±1.35 

UN 2.77±0.67 3.06±0.30 3.50±0.03 4.53±0.01

GN 4.70±1.10 3.37±1.09 3.79±0.16 7.52±2.46 

TS 2.55±0.57 3.71±0.79 3.29±0.21 5.5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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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ickel ion release according to the period of immersion in 

artificial saliva(ppb)

a,b,c,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wires in each periods(p<0.05)

A,B,C: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s in each wire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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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NiTi 합금은 우수한 내식성과 내마모성 및 내피로성을 가지고 있어서 치과용 

및 의료용 분야와 기계 및 전기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치열 교정 시 NiTi 선재는 치료 초기 단계인 치아의 alignment, leveling 단계

에서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선재의 높은 니켈 함량에 대한 우려로 인

하여 사용 시 니켈 금속 이온 용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치과 교정 분야 이외에 

정형외과, 심장내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 및 기구에도 NiTi 합금이 사용

되고 있으나 높은 니켈의 함량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오 

등, 2002). 니켈의 부작용을 줄이고 형상기억효과와 초탄성을 갖는 합금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생체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NiTi 선재의 상(phase)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시행하 다. X-

선 회절 분석은 모든 물질이 X선에 대하여 항상 일정한 강도의 회절무늬

(diffraction pattern)를 만들기 때문에 물체 내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의 상태나 원

소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회절무늬의 강도는 그 

상의 농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NiTi 합금은 단사정의 마르텐

사이트상, 입방정의 오스테나이트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 결과 YN은 

(012)의 단사정(monoclinic) 회절선(main peak)이, 다른 모든 선재는 (110)의 입방

정(cubic) 회절선이 관찰되었다. 선재의 상 분석 결과 하나의 주 회절선이 나타난 

점은 인발 공정에 따라 결정면이 우선 방위를 가지면서 일방향성의 조직(texture)

을 이루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NiTi 합금의 변태 온도는 화학조성과 가공 및 열처리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변

태 온도의 변화에 가장 큰 향을 초래하는 변수는 합금의 화학조성이다. 현재까

지 기존의 NiTi 2원계 합금에 제 3의 원소를 첨가하여 선재의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현재 상품화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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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로 Fe, Al, Cr, Co 및 V 등을 첨가하 을 때에는 Ms가 감소하고 강성률은 증

가하며, Pt 및 Pd를 소량 첨가하 을 때에는 Ms가 감소하지만 다량 첨가하 을 

때에는 Ms가 350℃까지 증가한다. 오 등(2001)은 NiTi 합금에 Ag를 첨가한 결과 

As가 상승되고 내식성이 향상되었으나, 일정량 이상을 첨가하 을 때에는 내식성

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변태 온도의 변화는 금속조직학적인 상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냉각 시 얻은 시차주사열량 곡선을 통해 볼 때, 구강 내 

온도인 37℃에서 YN은 마르텐사이트상으로, BN, ON, UN, GN 및 TS는 마르텐

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상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합금 원소의 첨가

이외에 가공 방법이나 열처리 변화는 변태 온도나 형상의 회복성, 탄성회복능력에 

향을 줄 수 있다. 한 예로 형상 기억 효과를 주기 위하여 400 ∼ 500℃에서 합금

의 크기에 따라 10 ∼ 100분간 열처리를 하여 주는 방법이 있고, 200 ∼ 300℃에서 

열처리를 할 경우에는 성형가공이 용이하고 복잡한 형상을 기억시킬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형상회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합금 원소의 조절, 가공법의 최

적화, 열처리의 제어를 이용하여 기존 재료의 특성을 개선하면 그 적용 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

  부식은 금속의 기본 성질을 변화시키는 전기화학적 과정으로 금속 이온의 손실

이나 특히 oxide film 또는 sulfide film의 용해로 발생한다. 부동태 피막(passive 

film)의 손상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되는데 제조 공정과 열처리 과정, 금속의 마모, 

주변 환경의 향을 받으므로 동일한 조성을 가진 금속이라도 부식 양상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Ewers와 Greener(1985)는 구강 내 특성에 관한 보고에서 실

험실 부식 실험의 조건의 기준이 되는 구강 내 산화-환원 전위는 -58 ㎷(SCE)에

서 212 ㎷(SCE)이고 pH는 6.1에서 7.9이며 비자극성 타액의 산화-환원 전위는 

-17 ㎷(SCE)에서 152.5 ㎷(SCE)라고 하 으며, 이는 측정점과 치주 건강도 및 장

착물의 질과 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 다. 구강 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금속과 합금의 수용성 부식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으로 작용한

다. 타액은 전해질 역할을 하여 부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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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물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

기산과 효소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구강 내 상주하는 균주가 부식을 증가시키기

도 한다. 또한 낮은 산도, 급격한 온도 변화, 치태, 단백질 등이 부식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선재의 내식성 평가를 위해 동전위 분극 실험을 시행하 다. 동전

위 분극 곡선을 통해 실험 용액 내에서 합금의 부동태 전류 도, 부식 전위, 공식 

전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재료의 내식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부동태 전류 도

가 낮다는 것은 실험 환경 내에서 부동태 피막이 안정하여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전류 도가 높다는 것은 부식 반응에 의해 많

은 이온들의 용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araday 법칙

에 따라 부식 진행속도(CPR, corrosion penetration rate)와 전류 도[i, (A/cm2)]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CPR  = Ka i / nρ 

K : 상수, a : 부식실험에 사용된 금속의 원자량, ρ : 금속의 도

n : 금속원자의 이온화와 관련된 전자수

  예를 들어 전기화학적으로 부식속도가 1 A/cm2인 산용액 내에서 Ni의 부식 진행

속도는 1년에 0.43 mili-inch 정도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CPR = [(0.129)(58.7)(1)] / [(2)(8.85)] = 0.43 mpy(mili-inch per year)

  공식전위는 실험 용액 내에서 전위 상승에 의해서 부동태 피막 파괴로 인한 공

식이 발생하는 전위이다. 인공 타액 내에는 부동태 피막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성 

음이온인 염소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태 피막은 특정 전위에서 공식이 발

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식 전위가 높다는 것은 공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N은 약 500 ㎷(SCE) 근처에서 공식



- 20 -

이 발생하 으며 공식 발생이후에는 전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 도가 빠르게 증

가하 다. 동전위 실험 결과 YN, UN, TS는 안정된 부동태 거동을 보여주었으며, 

TS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전류 도를 나타냈다. GN, ON은 실험 초기부터 높

은 전류 도를 나타내었으며,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됨이 관찰되었다. 정전위 실

험 결과를 살펴보면, GN을 제외한 다른 선재의 정전위 전류 도는 1 ㎂/㎠ 이하

를 나타내었다. NiTi 합금의 우수한 내식성은 표면 위에 형성되는 매우 안정한 

TiO2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산화층의 두께가 반드시 내식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속적

인 부식 환경에 노출 시 부동태 피막에 의해 억제된 금속 이온의 용출은 전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예측해본 CPR을 

통해 볼 때, 전류 도의 증가는 부식 진행 속도가 빠르게 또는 심하게 진행 될 가

능성을 제시해 준다. 또한 구강 내 보철물이나 교정 장치의 부식에 의하여 생성된 

부식 산물의 독성이 주위의 조직이나 체내로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정 장치가 구강 내에 장착되고 난 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금속의 유리로 인하

여 실제로 인체에 흡수되는 금속의 양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관심

사이다(Oh 등, 2002). 현재 임상 교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NiTi 선재는 50% 이상

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다. 금속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 환자에서 니켈에 대한 알

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NiTi 합금으로 제작된 교정용 

장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wang 등, 2001; Shin 등, 2003). 니켈에 

대한 과민 반응은 주로 접촉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며 원인 제거 시 증상도 완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타액이나 연․

경조직을 통해서 흡수된 경우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rgman 등, 1980).

  Ryhanen(1997)은 NiTi 합금의 경우, 생체 내 이식 초기 표면에 NiTi 산화물이 

형성되며, 이 산화물은 TiO2에 비해 불안정하여 초기에 니켈 금속 이온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단시간이 경과한 후에 균일한 산화물이 형성되어 이온 용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온 용출 실험 결과, 니켈의 양은 아주 소량(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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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하)으로 사람이 1일 평균 음식물(5 ㎍-10 ㎍)과 음료수(0.43 ㎍/L)에 의해 

섭취하는 양과 비교할 때 유사한 양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는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그 값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

다. 교정치료는 2 ∼ 3년 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고 수년 후에 증상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니켈 금속 이온의 유리는 적은 양일수록 유리하다. 또한 니켈을 포함한 

선재로 인한 과민 반응의 여부, 과민 반응을 지닌 환자에서 교정 치료에 의한 내

성 및 재발 여부, 세포 독성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

란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하다(Dunlap 등, 1989; Van Hoogstraten 등,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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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니켈 금속 이온의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식성이 높은 치과교정용 NiTi 

합금계 선재를 개발 실용화하기 위하여, NiTi에 제3의 원소로 각각 Ag 및 Mo

을 첨가한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를 실험군으로 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

고 있는 Ni-Ti, Nitinol, Nickel titanium arch wire 및 Sentalloy를 대조군으로 

하여, 각 선재의 조성을 분석하고, 상 분석과 미세 경도 측정과 시차주사열량 

측정과 내식성 평가 및 이온 용출 실험을 시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1. 상 분석 결과,  NiTiAg 선재는 마르텐사이트의 단사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

고, 다른 모든 선재는 오스테나이트의 입방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 선재 길이방향의 미세 경도 측정 결과, NiTiAg 선재는 352.2 Hv의 경도 값을 

보 고, NiTiMo 선재는 423.5 Hv의 경도 값을 보 으며, 대조군은 296.7 ∼ 

424.4 Hv 범위의 경도 값을 보 다.

3. 시차주사열량 측정 결과, NiTiAg 선재는 냉각 시 선재의 변태 온도가 상승되

었고, NiTiMo 선재는 냉각 시 선재의 변태 온도가 하강되었다.

4. 내식성 평가 결과, NiTiAg 선재는 우수한 내식성을 보 다.

5. 이온 용출 실험 결과,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의 니켈 금속 이온 용출량

은 8주에서 대조군 선재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p<0.05).

  이상의 결과로 실험군 선재인 NiTiAg 선재와 NiTiMo 선재는 내식성이 우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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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니켈 금속 이온의 유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합금 원소의 조절과 가공 방법의 최적화 및 열처리의 제어를 통하여 치과교정

용 NiTi 합금계 선재로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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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orrosion resistance and nickel ion release

of NiTiAg and NiTiMo wires

Shin-Ae, Kim, D.D.S.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oung-Nam Kim D.D.S., Ph.D.)

  Various orthodontic appliances and arch wi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movement of teeth and the minimization of uncomfortableness. Due to the 

unique property of NiTi orthodontic arch wires, they have been used widely 

since their introduction(1971) to the orthodontic specialty by Andreasen and 

Hilleman. But th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owing to the release 

of the nickel ion from the wires in saliva have been reported. So,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release of the nickel ion from the wi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the 

degree of the nickel ion release on the newly developed orthodontic NiTiAg 

and NiTiMo Wires.

  In this study, 2 types of 0.016 round NiTiAg and NiTiMo wires, namely, 

NiTiAg and NiTiMo were selected as the experimental group, 4 types of 

0.016 round NiTi wires, namely, Ni-Ti, Nitinol, Nickel titanium arch wire  

and Sentalloy were selected as the control group.  In each wire, chemical 

composition, phase analysis, microhardnes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corrosion resistance and the amount of nickel ion release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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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s a result of phase analysis, NiTiAg wire showed monoclinic martensite 

structure and the other wires showed cubic austenite structure.

2. As a result of longitudinal microhardness test, NiTiAg wire showed 352.2 

Hv, NiTiMo wire showed 423.5 Hv, and the microhardness values of 

control groups showed the range of 296.7∼424.4 Hv.

3. As a result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measurement, in cooling, 

phase transformation temperature has been increased in NiTiAg, but it 

has been decreased in NiTiMo. 

4. As a result of corrosion resistance test, NiTiAg showed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5. The amount of Nickel ion release from NiTiAg and NiTiMo wires in the 

saliva is significantly less than control group in 8 weeks(p<0.05).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NiTiAg and NiTiMo 

wires have excellent anti-corrosive properties. It was also recommended that 

the research on the orthodontic application of these wires should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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