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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교정용 골면 고정장치용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의 특성

교정치료 시의 고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miniplate의 경우라면 두께가 얇으면

서도 충분한 강도를 필요로 하고, 제각기 다른 골면의 굴곡에 맞게 약간의 절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성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정학 분야에서의 골면 고정의 효

과적인 응용을 위한 골면 고정원의 적절한 디자인을 위해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순수 타이타늄의 낮은 강도와 성형성, 가공성의 난점들이 주된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비교적 단기간 생체 내에 적용한다는 점과 골유착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순수 타이타늄의 높은 내식성과 생체적합성을 

가지면서도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super stainless steel)은 표면에 매우 두껍고 치 한 부

동태막을 생성하여 순수 타이타늄과 유사한 내식성을 나타내며, 순수 타이타늄과 

그 합금보다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좋은 성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내식성 오

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다량의 니켈(Ni)을 함유하고 있어 충분한 내식성을 보

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켈의 함량에 따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왜냐하면 니켈 이온의 용출에 의한 알러지 반응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으로 

알려져 있고, 과민 반응, 접촉성 피부염, 천식 등을 야기하며 중등도의 세포 독성

을 나타낸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초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과 니켈의 함량이 적은 초내식성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및 초내식성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을 기존 재료인 316L 스테인리스강 및 타이타늄과 비교 연구함으로

써 열처리에 따른 생체재료의 기본적인 특성인 기계적 성질과 부식저항성 및 니

켈 이온 용출량을 알아보고 또한 니켈의 함량이 세포독성에 직접적으로 향을 



- vii -

주는지를 확인하여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치과 교정과 분야에서 사

용되는 골면 고정원으로서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위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R-50A가 가장 높은 22% 니켈(Ni) 함량을 보 고, SR-6DX가 7∼10% 니

켈 함량, SFSS가 3% 이하의 낮은 니켈함량을 보 다. 또한 SR-50A, 

SR-6DX가 0.2% 이상의 높은 질소 함량을 보 다. 이들 초내식성 스테인리

스강들은 국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몰리브데늄(Mo) 또는 텅

스텐(W)이 첨가되어 있었다.

2.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순수 타이타늄(Ti)와 316LSS보다 높은 경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간 가공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300∼

400 Hv를 보 고, 열처리한 시편은 186∼285 Hv 정도 다. 

3.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모두 유사한 동전위 분극 거동을 보 지만 

316LSS는 공식이 발생되었다. 순수 타이타늄과도 유사한 내식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방전위는 냉간압연된 상태보다 소둔 열처리된 경우 증가

하 고, 침적 후 바로 개방전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초내식성 스테인

리스강들은 전위 인가 후 바로 급격한 전류 도의 감소를 보 고, 안정한 

전류 도를 침적 시간이 증가해도 유지하 다. 

4. Agar overlay 실험 결과, 탈색지수는 재료에 따라 0에서 2의 값을 보 지만 

세포 사멸지수는 0으로서 탈색지역에서의 세포의 사멸은 없었다. SR-50A가 

세포 독성이 없었고 나머지 스테인리스강들은 미약한 독성을 보 다. MTT 

실험결과,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87%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이들 

강들은 세포 독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MC3T3-E1 골아세포의 증식에 악 향을 미치지 

않았다.  

6.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316LSS miniplate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 

굴곡강도를 보 다. 

7. SR-50A, SR-6DX1 및 SR-6DX2 miniplate가 우수한 내식성을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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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LSS는 390 mV(SCE)에서 공식이 발생하 다. 모든 miniplate가 침적 후 

즉시 안정된 개방전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16LSS는 상승속도가 낮

았다. SFSS를 제외한 모든 miniplate들이 전위를 인가한 후 바로 전류 도

의 감소를 보 다. 316LSS miniplate는 안정한 전류 도를 보이다가 급격한 

전류 도의 증가를 보 다. 

8. 실험군 중, SR-50A, SFSS X5 및 316LSS이 낮은 용출량을 보 고 

SR-6DX1 및 SR-6DX2 그리고 SFSS X2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Ni) 용출

량을 보 다 . 그러나 절대적 니켈(Ni) 이온 용출량은 실험군 모두에서 극미

량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식

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온용출, 세포독성 및 세포 증식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니켈(Ni)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초내

식성 스테인리스강인 SR-50A가 니켈 이온 용출량 및 용출속도가 낮고, 세포 독성

이 없는 결과를 보인 것은 생체적합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인자인 부동태 피막의 

특성 때문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높은 내식성 및 기

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세포독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이므로 생체 금속재료

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니켈 함량, 부동태 피막,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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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용 골면 고정장치용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손병화 교수)

강 국 진

I.  서   론

적절한 고정원의 확보는 교정치료시 원하는 치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

게 고려된다. 이러한 고정원은 치아의 전후방적 관계 외에도 수직적인 문제, 그리

고 각 치아의 조절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Melsen와 Bosch, 1997). 이러한 고정

원으로 치아나 경구개를 이용하거나 헤드기어 같은 구외장치가 개발되어 왔다. 치

아를 고정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고정원의 원하지 않는 이동으로 구강주위 안모개

선에 한계가 있고 치료기간 또한 다소 연장될 수 있으며, 경구개의 경우 조직 궤

양 같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구외 장치를 고정원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의 협

조 의존도가 크고 심미적 측면에 단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장치로도 완벽한 고정

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간의 고정원의 소실

을 인정하고 이를 치료계획에 반 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의 협조에 의존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고정원

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철용 임플란트, zygoma wire, miniplate, miniscrew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Gainsforth와 Higley(1945)가 vitallium screw를 이용

하여 고정원을 얻기 위한 시도를 한 이래로 보철용 임플란트를 고정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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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1980년대 이후 Turley 등(1988), Linder-Aronson 등

(1990), Roberts 등(1990, 1994), Ödman 등(1994), Southard 등(1995)은 동물 실험 

및 임상 증례를 통해 보철용 임플란트가 고정원으로서 유용함을 입증하 다. 그러

나 보철용 임플란트의 사용은 시술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며 임플란트 식립

을 위한 충분한 무치악 치조골이 필요하고 위치의 제한이 있다. 또한, 수술 후 골

유착을 위한 기간의 필요로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단점이 있다. Melsen 등(1998)은 

zygoma wire를 골내 고정원으로 사용한 임상 증례를 발표하 는데, 이는 사용부

위가 매우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Umemori 등(1999)과 문(2002)은 

miniplate와 screw를 이용해 고정원을 보강시키고 이를 임상에 적용한 case를 소

개 하기도 하 다.

초기 miniscrew와 miniplate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체내 염

증반응이 적은 vitallium(Co-Cr alloy)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조직 친화성이 뛰어

나고 물성이 좋은 순수 타이타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순수 타이타늄은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내식성의 장점이 있으나, 비틀림 등의 변형 응력에 대한 강도가 낮

고 성형 가공성이 떨어지며 용해, 주조가 어렵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Ducheyne 

등, 1984; Lugowski 등, 1991; Halada 등, 1996; Costa 등, 1998). 교정치료 시의 

고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miniplate의 경우라면 두께가 얇으면서도 충분한 강도

를 필요로 하고, 제각기 다른 골면의 굴곡에 맞게 약간의 절곡(bending)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성형성(formability)이 요구되며, 특히 교정학 분야에서의 골내 고정

의 효과적인 응용을 위한 골내 고정원의 적절한 디자인을 위해 특정한 형태를 부

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수 타이타늄의 이러한 단점들이 주된 장애 요소로 작용

하게 된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생체 내에 적용한다는 점과 골유착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Willenbruch 등, 1990), 순수 타이타늄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선택이 요구된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super stainless steel)은 인체 내에서 부식에 의한 이온 

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합금 조성범위를 갖는다. 질소(N) 

몰리브데늄(Mo) 또는 텅스텐(W) 등의 강력한 상승작용(Willenbruch 등, 1990; 

Olefjord와 Clayton, 1991; Halada 등, 1996)으로 표면에 매우 두껍고 치 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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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막을 생성하여 순수 타이타늄과 유사한 내식성을 나타내며, 순수 타이타늄과 그 

합금보다 우수한 기계적 성질 및 좋은 성형성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초내식성 스

테인리스강으로는 SR-50A, URB26, AL-6XN, High-N(ASTM F1314, F1586), 

254SMO, 256SMO (초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SR-6DX1, SR-DX2, 

SR-6DXREM, UR52N, SAF2507 (초내식성 듀플렉스계 스테인리스강), SFSS X2, 

SFSS X5 (초내식성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등이 있다. 현재 초내식성 스테인

리스강, 특히 SR-50A에 대한 기계적 성질, 내식성과 일부 교정 장치에의 활용 가

능성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에 의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생체 재료로

서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Oh와 Park, 1998a; Oh와 Park, 

1998b; Oh 등, 2002a; Oh 등, 2002b). 그러나 초내식성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은 충분한 내식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니켈(Ni)을 함유하고 있

어 그에 따른 알러지 반응의 염려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니켈 알

러지 반응은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으로(Haudrechy 등, 1997), 과민 반응, 접촉성 

피부염, 천식 등을 야기하며 중등도의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Fisher와 Rosenblum, 1982; Bass 등, 199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초내식성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아울러 니켈 함량이 적은 초내식성 듀플렉스 및 페라이트 스테인

리스강으로도 골면 고정원 miniplate를 제조하여 기존 재료인 316L 스테인리스강 

및 타이타늄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열처리에 따른 생체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부식

저항성을 알아보고 또한 니켈의 함량이 이온용출 및 세포독성에 직접 향을 주

는지를 확인하여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교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골

면 고정원으로서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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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II-1. 연구 재료

1. 시편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은 Table 1에 제시하 다. 316LSS와 

순수 Ti는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 고, SR-50A는 CLI(Creusot Loire Industres 

Co., France)에서 제작하 으며, SR-6DX1, 2, SFSS X2와 SFSS X5는 대기 유도 

용해로에 용해하여 주괴를 제조한 후 균질화 열처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재료는 열간 압연을 통해 두께 2 mm로 제작한 후, 산세를 통해 표면에 형성

된 산화물을 제거하고, 다시 냉간 압연하여 1 mm 두께 판재로 제작하 고 냉연 

후 소둔 열처리를 수행하 다. 각각 냉간 압연만 시행한 6종(이하 (C)로 나타냄)과 

냉간 압연 후 소둔 열처리한 6종(이하 (CA)로 나타냄)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이중 

316LSS은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비교재로 사용되었고, 또한 

교정용 miniplate의 주재료인 순수 타이타늄(GradeⅡ, Allegheny, USA)도 비교재

로 사용되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specimens used in this study

Types         Classification

SR-50A Super Austenitic Stainless Steel

316LSS   Austenitic Stainless Steel

SR-6DX1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SR-6DX2 Super Duplex Stainless Steel

SFSS X2 Super Ferritic Stainless Steel

SFSS X5 Super Ferritic Stainless Steel

Ti     Titanium(Grad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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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niplate 제작

냉간 압연된 1mm 판재를 와이어 컷팅 방법으로 miniplate 외곽부와 홀을 가공

한 후 드릴을 이용하여 접시부 면취가공을 하여 miniplate을 제조하 다. 본 연구

에서 제작한 miniplate의 설계도와 제조된 miniplate를 Fig 1에 제시하 다. 이렇

게 제조한 miniplate는 와이어 컷팅시의 열에 의해 miniplate 외곽부에 산화물이 

생겼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 산세과정을 거쳐 산화물 스케일을 제거하고 전해연마

를 통해 표면 연마하 다.

        

        Fig. 1.  A design drawing and photograph of super stainless steel  

                  miniplates for orthodontic skeletal anchorage system.

10mm10mm10mm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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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연구 방법

A. 시편단계 실험

1. 성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의 성분 분석을 위해 에너지 분산 분석기(EDS, Kevex 

Superdry, Kevex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여 Fe, Cr, Ni, Mo, Si, Mn, W의 

원소 함량을 측정하 다. 그리고 불순물 원소인 C, S, O, N의 성분 분석은 CS 와 

NO 분석기(CS-200, TC-300, LECO, St. Joseph, MI, USA)를 이용하 다. 

2.  상 분석(XRD)

상 분석을 위해 Cu target의 Kα선을 이용하여 scan range 30°∼100°, scan 

rate 4°/min으로 X-선 회절 분석기(D-Max Rint 240, Rigaku Co., Japan)를 사용

하여 분석하 다. 

3.  Ferrite 분율 측정

페라이트 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페라이트의 자성을 이용한 페라이트측정기

(Feritscope, MP 30, Helmut Fisher Gmbh, Germany)로 페라이트 분율을 측정하

다. 

4.  미세조직 관찰

미세 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시편을 SiC 연마지로 #2000번까지 연마하고 

알루미나 페이스트(0.05 ㎛)를 이용하여 더욱 미세하게 연마한 후 오스테나이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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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전해 에칭(10% oxalic acid)으로, 듀플렉스계 스테

인리스강은 murakami 에칭용액(10g K3Fe(CN)6, 10g KOH, 100㎖ distilled water)

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Versamet-2, Union Co. Ltd., Tokyo, Japan)으로 관

찰하 다. 

5.  경도 측정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미소 비커스 경도 측정기(MXT-α7E model, 

Matsuzawa Seiki Co., Japan)를 이용하여 1000 g 하중으로 10 회씩 경도 측정하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다.

6. 전기 화학적 특성 실험(동전위, 개방전위, 정전위)

생체 내에서의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시편의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액을 

모방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Table 2)을 37℃로 유지시키면서 

동전위 분극 실험(Potentiostat, Model 263, EG&G, Perkin Elmer Instruments, 

Connecticut, USA), 개방전위 측정 및 정전위 실험(Electrochemical Interface, SI 

1287, Solartron Instrument, Hampshire, UK)을 행하 다(Fig. 2). 인공체액이 담긴 

반응조에 시편을 장입하고 Potentiostat에 연결하 고, corrosion cell은 보조 전극

(auxiliary electrode)으로 2개의 고 도 탄소 전극을 썻고, 기준 전극(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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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mV의 음극 전류 하에서 10 분간 강제 환원을 거쳐 시편 표면의 불순물 및 

산화물을 제거한 후, 다시 10 분간 개방 전위 하에서 안정화 후 -600 mV(SCE)부

터 양극 방향으로 초당 1 mV의 속도로 1600 mV(SCE)까지 동전위 분극 실험을 

하 다. 인공체액 내에 침적하여 개방 전위를 2 시간 동안 측정한 후, 정전위 실험

을 250 mV(SCE)의 전위를 인가하여 2시간 동안의 전류 도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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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stituents of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Constituent     Concentration(g/ℓ)

     KCl  0.40

     KH2PO4  0.06

    NaCl  8.005

    Na2H2PO4  0.048

    D-Glucose  1.005

    Phenol Red   0.01

    EDTA   0.624

     Distilled Water   1 liter

Fig.  2.  Electrochemical testing equipments used in this study.

7.  섬유아세포에 대한 Agar overlay 실험

세포 독성 실험을 위해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각각의 시편 4 개씩을 agar와

의 접촉 면적이 1 ㎠가 되도록 가공하여 모든 면을 SiC 연마지로 #2000번까지 연

마하고 멸균 증류수로 세척한 후 ethylene oxide gas로 멸균하 다. 양성 대조군

은 Cu합금(NPG, Albadent, USA)을 사용하 고 음성 대조군은 Polyethylene을 사

용하 다. α-MEM 배지에서 쥐의 섬유세포인 L-929 cell을 배양하여 부유액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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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petri dish에 세포 부유액 10 ㎖를 첨가한 다음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α

-MEM 배지를 제거하고 45∼50℃의 Eagle's agar medium 10 ㎖를 각각의 petri 

dish에 첨가하여 30 분간 실온에서 방치하 다. Eagle's agar medium이 고체화된 

후 중앙에 neutral red vital stain 용액 10 ㎖를 천천히 첨가하여 염색약이 전면에 

퍼지게 한 다음, 1시간동안 방치하 다. 염색약을 제거한 즉시 시편을 한천에 착

되도록 얹은 후 37℃, 5% CO₂의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Petri 

dish를 백지 위에 놓고 탈색 범위의 크기를 관찰하여 Zone index를 구하고, 

inverted phase contrast microscope(CK2, Olympus, Japan)로 세포가 사멸된 비율

을 계산하여 Lysis index를 구하 다. 시편 4개의 Zone index 및 Lysis index를 

평균하여 Response index(ISO 7405:1997(E))를 구하 다. 

8.  섬유아세포에 대한 MTT 실험

본 연구에서는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섬유모세포인 L-929 세포(fibroblast 

connective tissue of 100-day old male mouse)를 사용하 다.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이 첨가된 RPMI(Gibco, USA)를 배지로 사용하

여 37°C, 5% CO2, 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VS-9108MS, Vision 

Scientific Co., Korea)내에서 배양하 다. 두께 1 mm 시편을 10 × 10 mm 크기로 

절단한 후, 2000번까지 SiC paper로 연마하여 초음파 세척(에탄올, 증류수)을 한 

후 증류수에서 Autoclave하여 이온용출물을 만들었다(121°C, 1 시간). 섬유모세포

의 농도를 2.0 × 10
5 
cell/㎖로 분산시키고, 96 well의 well당 0.18 ㎖씩 분주하여 

37°C, 5% CO2, 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 내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24

시간 배양 후 용출물을 well당 0.02 ㎖씩 분주하여 CO2 배양기에서 5시간 동안 배

양하 다. 대조군에는 RPMI 배지 0.02 ㎖만을 분주하 다. 각각의 배양이 끝나는 

날 PBS(phosphate-buffered saline)에 녹인 MTT 용액(5 mg/㎖) 0.05 ㎖을 각 

well에 넣고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와 MTT 용액을 버리고, 여기에 다시 

dimethylsulfoxide 0.05 ㎖를 각 well에 넣고 결정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잘 흔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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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plate reader로 570 nm파장에서 각 시편에서 흡광도(optical density)를 측

정하여 세포 독성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 평가하 다. 

   9.  골아세포 증식 실험

본 연구에서는 골아세포의 증식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전구골모세포인 

MC3T3-E1 세포(Dr. Kumegawa, Meikai Dental University, Japan)를 사용하

다.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과 1% 

antibiotic-antimycotic(Gibco, USA)첨가된 alpha modified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α-MEM, Gibco, U.S.A)을 배지로 사용하여 37°C, 5% CO2, 

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 내에서 배양하 다. 골아세포 증식 실험을 위

한 시편은 섬유아세포 agar overlay 실험과 동일하게 준비하 다. 대조군으로는 

세포 배양접시(Petry dish)를 실험군의 시편과 동일한 크기로 잘라 만든 폴리스티

렌 시편을 사용하 다. 실험군의 시편은 절단 후 초음파 세척(에탄올, 증류수) 하

으며, 대조군인 폴리스티렌 시편은 증류수로 세척하 다. 모든 시편은 실험 전 

ethylene oxide gas로 소독하 다. 골아세포 증식 실험에 사용된 총 시편의 갯수

는 대조군 6개, 실험군 36개로, 배양 2일후, 4일후에 각각 3개씩의 시편과 세포를 

처리하여 세포 증식도를 평가하 다. 시편 위에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원심 분

리하여 수집한 세포의 초기 농도를 1.0 × 10
5 
cell/㎖로 분산시켰다. 멸균된 시편을 

6 well plate에 놓고 200 ㎕의 세포현탁액을 시편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떨어뜨린 다음 배양기 내에서 2시간을 기다린 후 현미경으로 세포가 부착

된 것을 확인하고, 1.8 ㎖의 배양액을 첨가하 다. 매 2일마다 배지를 교환하 으

며, 세포 증식도를 연구하기 위해 배양 2일후, 4일 후에 세포수를 측정하 다.   

MC3T3-E1 세포는 각 측정 시기에 배양액을 제거한 후 0.05% trypsin-EDTA

(Gibco, USA)로 세포와 시편을 동시에 처리한 후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광

학현미경(CK 2, Olympus, Japan) 하에서 세포수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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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iniplate 단계 실험

1. 3점 굴곡 실험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해 재료별로 3개씩 

시편을 준비하 다. 3점 굴곡 실험은 만능실험기(Series Ⅸ Automated Materials 

Testing System, Instron Corp., Carrtorr, USA)를 사용하 고, Crosshead speed는 2 

mm/min, full scale load range는 500 kgf로 3점 굴곡 실험(3 point bending test)을 

행하 고 그 평균값을 사용하 다. 기계적 특성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은 Fig. 1 에 

제시한 것과 동일하며, span length는 10 mm로 하 고, 시편의 두께는 1 mm로 하

다. 

2.  전기 화학적 특성 실험(동전위, 개방전위, 정전위)

위 시편단계 실험의 6. 전기화학적 특성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정전위 

실험의 경우는 개방전위를 2 시간 측정 후 4 시간 동안 수행하 다. 

3.  니켈 이온 용출 실험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를 아세톤과 에틸 알코올로 초음파 세척 후 건

조시켰다. 100 ㎖ 용량의 유리 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각 용기에 

100 ㎖의 인공 체액을 담았다. 준비된 miniplate를 각각 3개씩 침적시켜 봉한 후 

5% CO2 인큐베이터에서 37℃로 유지시켰다. 인공체액 내에 침적시킨 miniplate의 시

간별 경과에 따라 최초 침적일 기준으로 1주(1W), 2주(2W), 4주(4W), 8주(8W) 간격

을 두어 침적 용기로부터 일정량(1.5 ㎖)의 용액을 채취하 다. 인공체액 내의 니켈 

유리량을 극미량(ppb 단위)의 무기 원소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탄소로 원자 흡광 

분석기(GFAAS, Graphite Furnace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e, AA6300 

model, Shimadzu Co. Ltd., Japan)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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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III-A. 시편단계 실험 결과

   1.  성분 분석 결과

   각 재료의 성분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듀

플렉스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보다 높은 니켈(Ni) 함량을 보 고, 특히 SR-50A

가 가장 높은(22%) 니켈 함량을 보 다. 듀플렉스계 스테인리스강이 약 7∼10% 

정도의 니켈 함량을 보 고,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약 3% 이하의 낮은 니켈 

함량을 보 다. 또한 오스테나이트계와 듀플렉스계 스테인리스강이 0.2% 이상의 

높은 니켈 함량을 보 다. 이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국부 부식에 대한 저

항성을 높이기 위해 몰리브데늄(Mo)이 첨가되어 있고, 듀플렉스와 페라이트 스테

인리스강은 텅스텐(W)이 첨가되어 있었고 특히 SFSS X2와 X5은 많은 함량의 텅

스텐이 첨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wt%)

Types Si Cr Mn Fe Ni Mo W C N O S

SR-50A 0.51 22.22 1.06 47.80 21.94 6.47 - 0.03423 0.21230 0.00443 0.00182

316LSS 0.81 18.33 2.23 63.14 13.02 2.48 - 0.03891 0.01832 0.00286 0.00306

SR-6DX1 1.27 28.47 1.68 55.98 7.71 2.63 2.27 0.05555 0.23040 0.02399 0.00905

SR-6DX2 0.89 25.29 1.55 55.53 10.37 5.68 0.68 0.05781 0.21220 0.03537 0.00983

SFSS X2 1.61 28.49 1.02 55.97 2.92 0.08 9.91 0.01604 0.00130 0.05470 0.00260

SFSS X5 1.42 23.29 0.89 62.38 3.31 3.16 5.54 0.00904 0.00092 0.02769 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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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 분석(XRD)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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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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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D를 이용하여 각 시편들의 상을 확인한 결과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SR-50A와 316LSS는 (111), (200), (220), (311)면을 확인하여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SR-6DX는 오스테나이트 상과 페라이트 상의 

혼합 조직으로서 회절선에서 오스테나이트 상과 페라이트 상의 두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SFSS는 (110), (200), (211)면을 확인하여 안정한 페라이트 상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처리한 시편과 열처리하지 않은 시편을 비교한 

결과 열처리한 시편에서 회절선의 강도가 약간 증가하 다. 

   3.  Ferrite 분율 

   페라이트 측정기로 페라이트 분율을 각 5회 측정한 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

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들 모두에선 페라이트가 측정되지 않았고, 듀플

렉스 스테인리스강은 강종에 따라 페라이트 분율이 다르게 나타났고 열처리 후 

페라이트 분율이 증가하 다. 또한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은 열처리 전에는 페라

이트 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열처리 후 페라이트 분율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

다.  

      Table 4.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Ferrite phase           

               fractions in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Stainless Steels SR-50A 316LSS SR-6DX1

As cold rolled - - 33.0±0.07

As annealed after cold 

rolling
- - 47.0±0.46

Stainless Steels SR-6DX2 SFSS X2 SFSS X5

As cold rolled 22.5±0.75 59.2±1.57 76.5±0.60

As annealed after cold 

rolling
33.1±0.70 100±0 9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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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세조직

   Fig. 4에 스테인리스강들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이 사진에서 SR-50A

와 316LSS는 냉간 압연한 상태에서 변형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들을 보여주고 있

고,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들과 어닐링 쌍정이 관찰되었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들은 2상의 공존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밝게 보이는 

오스테나이트 조직과 어둡게 보이는 페라이트 조직으로 각 조직이 번갈아 나타나

고 있다. 열처리의 유무와 합금 조성에 따라 두상의 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처리를 수행한 경우 페라이트의 분율이 증가하 지만 SR-6DX2의 

경우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분율이 1:1을 갖지는 않았다(33%). 페라이트 스테

인리스강의 경우는 열처리를 수행한 경우 페라이트의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SR-50A(C) SR-50A(CA) 316LSS(C) 316LSS(CA)

SR-6DX1(C) SR-6DX1(CA) SR-6DX2(C) SR-6DX2(CA)

SFSS X2(C) SFSS X2(CA) SFSS X5(C) SFSS X5(CA)

Fig 4.  Microstructural photo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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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도 

각 시편들의 미소경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들은 열처리한 시편과 열처리하지 않은 시편 모두 316LSS보다 높은 경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간 가공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300∼400 Hv를 

보 고, 열처리한 시편은 186∼285 Hv 정도 다. SR-50A는 냉간 압연된 상태에

서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과 유사한 경도값을 보 지만 어닐링된 상태에서는 

듀플렉스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보다 낮은 경도값을 보 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순수 타이타늄(Ti)의 경우는 140 Hv의 경도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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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Microvickers hardness value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6.  전기 화학적 특성(동전위, 개방전위, 정전위)

각 시편들에 대하여 인체 내의 체액을 모방한 HBSS에서의 동전위 분극실험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타이타늄(Ti)의 부동태 전류 도는 -250∼1000 

mV(SCE) 범위에서 약 6.6 ㎂/cm2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초내식성 스테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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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강 들은 모두 비슷한 동전위 분극곡선을 나타내었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

의 0∼500 mV(SCE) 전위사이에서 부동태 전류 도는 2∼4 ㎂/cm
2
 정도로 나타났

으며 500 mV(SCE) 전위에서 1000 mV(SCE) 정도까지 20 ㎂/cm2 정도의 전류

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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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HBSS at 37℃.

 그러나 316LSS는 500 mV(SCE)의 전위까지는 다른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과 

유사한 동전위 분극곡선을 나타내었으나 500 mV(SCE) 이상에서 공식에 의해 부

동태 피막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 다. 또한 열처리한 시편과 열처리하지 않은 시

편의 동전위 분극곡선을 비교한 결과 열처리한 시편이 좀 더 낮은 부동태 전류

도를 나타내었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위 곡선으로부터 정리된 측정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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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에 제시하 다. 

Table 5.  Passive current densities and zero current potential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and pure titanium

Types
Passive Current 
Density (㎂/cm

2
)

Zero Current Potential
(mV (SCE))

SR-50A
C 2.32 - 357

CA 1.88 - 340

316LSS
C 3.42 - 372

CA 3.54 - 369

SR-6DX1
C 2.56 - 337

CA 2.46 - 343

SR-6DX2
C 2.79 - 294

CA 2.79 - 324

SFSS X2
C 3.36 - 349

CA 1.97 - 334

SFSS X5
C 4.24 - 357

CA 3.34 - 357

 Ti 6.58 - 510

부동태 전류 도는 0 mV(SCE)에서 측정하 다. 대체적으로 모든 시편들이 이 

구간에서 일정한 전류 도를 보이고 있다. 전류 전위를 측정한 결과 스테인리스

강이 순수 타이타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스테인리스강 들 사이의 차이는 크

지 않았다. 동전위 분극 실험 후 시편의 표면 사진을 Fig. 7에 나타내었다. 1600 

mV(SCE)까지 분극 실험 후 시편의 표면 형상을 보면 대부분이 과부동태 역까

지 진행된 실험 때문에 표면에 공식(pit)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SFSS X2와 X5, 

그리고 순수 타이타늄은 표면이 비교적 깨끗한 표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가 냉간 가공된 상태보다 표면에 pit들이 적게 나타나고 있

다. 316LSS(CA)는 공식의 발생으로 pit의 크기가 다른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크게 

성장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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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50A(C) SR-50A(CA) 316LSS(C) 316LSS(CA)

SR-6DX1(C) SR-6DX1(CA) SR-6DX2(C) SR-6DX2(CA)

SFSSX2(C) SFSSX2(CA) SFSSX5(C) SFSSX5(CA)

Ti

Fig.  7.  Surface micrograph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and 

pure titanium after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개방전위 측정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안정한 개방전위를 Table 6에 

정리하 다. 개방전위는 재료가 냉간압연만 된 상태보다 소둔 열처리까지 된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개방 전위는 재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150 mV에서 

100 mV(SCE)에 분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재료들은 침적 후 바로 개방전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316LSS가 침적후 개방전위의 상승 속도가 가장 낮았지

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SFSS의 냉간압연된 경우는 낮은 개방전

위를 보 고 일정한 개방전위를 보 다. 그러나 소둔 열처리된 경우는 개방 전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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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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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en circuit potential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HBSS at 37℃.

Table 6.  Open circuit potentials and current densities at 250 mV(SCE)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HBSS at 37℃

Types Open Circuit Potential
(mV(SCE))

Current Density 
(㎂/cm

2
)

SR-50A
C -80 4

CA   40 less than 1

316LSS
C -30 2

CA -70 less than 1

SR-6DX1
C  110 8

CA  20 less than 1

SR-6DX2
C  110 less than 1

CA  120 5

SFSS X2
C -100 less than 1

CA  70 less than 1

SFSS X5
C -150 less than 1

CA  100 2



- 21 -

SR-6DX1, 2는 비교적 높은 개방전위를 보 고 열처리에 따른 변화는 적었다. 

SR-50A는 냉간 압연된 상태가 낮은 개방 전위를 보 으나 열처리 후 높은 개방

전위를 보 다.  

인체 내의 체액을 모방한 HBSS에서 시편에 250 mV(SCE)의 정전위를 인가하

여 측정한 시편들의 전류 도를 Fig. 9과 Table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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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250 mV(SCE) of  stainless steel 

miniplates tested in HBSS at 37℃.

대부분의 스테인리스강들은 낮은 전류 도(1 ㎂/cm
2 
이하)를 보 다. 전위 인

가 후 바로 급격한 전류 도의 감소를 보 고, 안정한 전류 도를 침적 시간이 증

가해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간의 전류 도의 요동을 갖는 

시편들이 존재하 다. 전류 도를 보면 SR-6DX1(C)가 가장 높은 전류 도를 보

고(8 ㎂/cm2), SR-6DX2(CA)가 약 5 ㎂/cm2, SR-50A가 약 4 ㎂/cm2, SFSS X5

와 316LSS(C)가 약 2 ㎂/cm
2
의 전류 도를 보 다. 나머지 시편들은 모두 1 ㎂

/cm
2
 이하의 낮은 전류 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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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섬유아세포에 대한 Agar overlay 실험 결과

Agar overlay test에 의한 세포독성실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세포독성실험

의 시편으로는 열처리한 시편만을 사용하 다. 탈색지수(Zone index)는 재료에 따

라 0에서 2의 값을 보 지만 세포 사멸지수(Lysis index)는 0으로서 탈색지역에서

의 세포의 사멸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지수(Response index)를 통한 세

포독성을 알아보면 SR-50A는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편들

은 무시할 정도의 적은 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ytotoxicity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Types Zone Index Lysis Index Response Index Cytotoxicity(grade)

SR-50A
0 0 0/0 none (0)

0 0 0/0 none (0)

316LSS
1 0 1/0 slight (1)

2 0 2/0 slight (2)

SR-6DX1
2 0 2/0 slight (2)

1 0 1/0 slight (1)

SR-6DX2
1 0 1/0 slight (1)

2 0 2/0 slight (2)

SFSS X2
2 0 2/0 slight (2)

2 0 2/0 slight (2)

SFSS X5
1 0 1/0 slight (1)

1 0 1/0 sligh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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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섬유아세포에 대한 MTT 실험 결과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의 섬유아세포 독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해 

섬유아세포인 L-929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MTT 실험을 통해 평가하 다(Fig. 

10).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용출액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섬유아세포의 생

존률을 100%로 계산하여 용출액을 첨가한 섬유아세포의 생존률을 나타내었다. 용

출액을 첨가한 모든 실험군에서 섬유아세포의 생존률이 87%이상으로 나타났다. 

SR-50A, 316LSS과 SR-6DX1은 87% 정도의 세포 생존률을 보 고, SR-6DX2와 

SFSS X2는 약 91% 세포 생존률을 보 고, SFSS X5는 100%의 세포 생존률을 

보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의 용출물이 섬유아세포에 대

한 세포 생존율에 대해 그 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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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Cell  viability on fibroblast evaluated by MT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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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골아세포 증식 실험 결과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의 골아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전구골모세포인 MC3T3-E1 세포에 대한 세포증식도를 평가하 다. 그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배양 초기에 1×10
5
 개의 세포수를 보이던 것이 시편과 함께 

배양한 2일과 4일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세포 배양 접시(Petri dish)를 대조

군으로 한 경우 2일에 증식이 많이 일어났으나 배양 4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SR-50A와 316LSS, SFSS X5는 배양 2일과 4일 모두 증가하 으나 SR-6DX1 

및 SR-6DX2는 배양 2일에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SFSS 

X2는 배양 2일에 증가한 후 4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대조군과의 세포 증

식도를 비교하면 배양 2일의 경우는 대조군이 높은 증식도를 보 으나 배양 4일

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유사한 세포 증식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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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steoblast proliferation on stainless steels tested for the 

cultur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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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B. Miniplate 단계 실험 결과

   1.  3점 굴곡 실험 결과

제조된 miniplate에 대한 최대 굴곡강도 실험 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초

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316LSS miniplate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 굴곡강

도를 보 다. SR-6DX1 및 SR-6DX2(15.81과 15.34 kgf)가 가장 높은 굴곡강도를 

보 고, SR-50A(15.02 kgf)와 SFSS X2(14.89 kgf)가 중간의 굴곡강도를 그리고 

SFSS X5( 13.97 kgf)가 비교적 낮은 굴곡강도를 보 다. 316LSS miniplate는 9.6 

kgf의 최대 굴곡강도를 보 다. 굴곡 실험을 수행한 시편의 최대 연신율은 

SR-50A와 316LSS가 높았고, SR-6DX1 및 SR-6DX2가 중간이었고, SFSS X2와 

X5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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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ending maximum load(kgf) of  stainless steel miniplates t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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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 화학적 특성(동전위, 개방전위, 정전위)

재료별로 준비한 miniplate에 대한 인공체액에서의 동전위 분극 곡선을 Fig. 13

에 나타내었다. SR-50A, SR-6DX1 및 SR-6DX2 miniplate는 유사한 분극거동을 

보 고, 부동태 전류 도(5-7 ㎂/cm
2 
at 750 mV(SCE))가 가장 낮았으며, SFSS 

X2와 X5 miniplate는 유사한 분극거동을 보 고, 낮은 전류전위를 보 고, 부동

태 전류 도는 SFSS X5 miniplate(7 ㎂/cm
2 
at 750 mV(SCE))가 X2 miniplate(35 

㎂/cm
2 
at 750 mV(SCE))보다 낮았다. 316LSS 는 SR-50A, SR-6DX1 및 

SR-6DX2 miniplate와 유사한 분극거동을 보이다가 390 mV(SCE)에서 급격한 전

류 도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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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stainless steel miniplates 

tested in HBSS at 37℃.

각 재료별로 준비한 miniplate들의 개방전위 측정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

다. 침적후 1시간에서의 개방 전위는 SR-6DX2가 -0.19 mV(SCE)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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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SS X2가 -0.27, SR-6DX1가 -0.38, 316LSS가 -0.41, SR-50A가 -0.44, 그리고 

SFSS가 -0.45 mV(SCE))로 가장 낮은 개방전위를 보 다. 모든 miniplate가 침적

후 즉시 안정된 개방전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16LSS는 침적 후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계속 개방전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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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Open circuit potentials of stainless steel miniplates tested in 

HBSS at 37℃.

각각의 miniplate에 대한 250 mV(SCE)에서의 정전위 실험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SFSS X5를 제외한 모든 miniplate들이 전위를 인가한 후 바로 전류

도의 감소를 보 다. SFSS는 전위 인가에 따른 전류 도의 감소가 서서히 일어

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리고 안정된 전류 도를 보이는 miniplate들도 있었지만 

SR-6DX2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전류 도의 요동과 증가를 보 다. 

그리고, 316LSS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정한 전류 도를 보이다가 급격한 전류

도의 증가를 보 고, 이때 최대 450 ㎂/cm
2
까지 증가하 다. 250 mV(SCE)의 전위

를 인가했을 때 안정한 전류 도를 보 을 때의 전류 도를 보면 SR-50A가 0.24, 

SR-6DX1 및 SR-6DX2가 0.45와 0.59, SFSS X2와 X5가 각각 0.21과 2.09 그리고 

316LSS가 0.43 ㎂/cm
2
 의 전류 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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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urrent densities measured at 250 mV(SCE) of  stainless steel 

miniplates tested in HBSS at 37℃.

   3.  니켈 이온 용출 실험 결과

재료별로 준비한 3개씩의 miniplate에 대한 8주 동안의 이온용출결과를 Fig. 16

에 나타내었다. 침적 전 기간에 따른 니켈 용출량을 비교해보면, SR-6DX1 및 

SR-6DX2 그리고 SFSS X2가 비교적 높은 용출량을 보 고 SR-50A, SFSS X5, 

316LSS이 낮은 용출량을 보 다. 8주 동안의 니켈 이온 용출량을 보면 SR-50A가 

약 77 ng/㎖, SR-6DX1 및 SR-6DX2는 약 118과 107 ng/㎖,  SFSS X2와 X5는 

121과 90 ng/㎖, 그리고 316LSS가 100 ng/㎖의 니켈 용출량을 보 다. SR-50A가 

침적기간에 따른 니켈 이온 용출량의 증가를 보이지 않은 반면 SFSS X2는 다른 

재료에 비해 침적기간에 따라 니켈 이온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SR-6DX1 및 SR-6DX2 그리고 SFSS X5는 침적기간에 따른 니켈 이온 용출량의 

그래프에서 유사한 기울기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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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mount of  nickel ion released from stainless steels tested, 

immersed in human body simulated solution, at 37℃ for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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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최근 교정 역에서 활발히 응용되기 시작한 골면 고정시스템(SAS, skeletal 

anchorage system)의 miniscrew와 miniplate는 교정 치료시 장치에 대한 환자의 

협조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확실한 고정원을 얻을 수 있고 삽입과 제거가 용이하

며 삽입 즉시 또는 2개월 내에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임상가

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Kanomi, 1997). 원하지 않는 치아이동을 일으키지 않으며 

환자의 협조도에 의존하지도 않고, 기저골 자체에 향을 줄 수 있는 고정원을 찾

는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골면에서 고정원을 찾는 시도 다. 골면

에 금속 물질을 심어 고정원으로 쓰고자 하는 발상은 골절 정복 수술 시 사용하

는 screw, plate 그리고 pin 등에서 시작되었다. Gainsforth와 Higley(1945)는 당시

로서는 가장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외과용 vitallium screw를 개의 악골 면에 심

어서 교정력을 적용시키는 실험을 했다. 임상적으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었으나, 

골면 고정원의 개발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다. 1980년대 이후 보철과 분

야의 골유착성 임플란트의 발전과 함께 Gray 등(1983), Turley 등(1988), 

Linder-Aronson 등(1990), Haanaes 등(1991), Roberts 등(1994), Ödman 등(1994), 

Southard 등(1995)등에 의해 동물실험 및 임상 증례를 통해 교정학 분야에서도 보

철용 임플란트를 골내 고정원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철

용 임플란트 고정원의 교정과적 임상적용은 초기 치유기간 동안 부하를 가하지 

말아야 함으로 생기는 기간의 연장, 고비용의 문제, 형태에 의한 사용 부위의 제한

등의 문제로 대중적 임상적용에 한계를 보 다. Melsen 등(1998)에 의한 zygoma 

wire 또한 재미있는 임상증례의 발표일 뿐 대중적 임상적용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최근들어 Umemori 등(1999), Diamaruya 등(2001), 문(2002)등은 

타이타늄 miniplate를 고정원으로 이용한 증례를 보고하 는데, Umemori 등은 

miniplate가 개방교합의 치료시 cant 조절, occlusal plane의 높이 조절에 매우 효

과가 있다고 소개하 다. Diamaruya 등(2001)은 특별히 제작된 타이타늄 

miniplate를 사용하 다. 또한 정 등(2002)은 몇가지 다른 design의 miniplate를 이



- 31 -

용한 치료증례를 소개하며 miniscrew보다 miniplate가 더 우수한 anchorage를 제

공한다고 하 다. 

현재 miniplate의 소재로는 대개 조직 친화성이 뛰어난 순수 타이타늄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 치료시의 고정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miniplate의 경우는 

두께가 얇으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필요로 하고, 제각기 다른 골면의 굴곡에 맞게 

약간의 굽힘(bending)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성형성이 요구되며, 특히 교정학 분

야에서의 골내 고정의 효과적인 응용을 위한 골내 고정원의 적절한 디자인을 위

해 특정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가공성이 필요한데 순수 타이타늄의 경우는 서

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러한 단점으로 인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을 

들 수 있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은 고강도, 고내식성을 갖는 재료로서 생체재료

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재료이다. 그러나 생체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

리스강은 대부분 오스테나이트 강으로서 다량의 니켈(Ni)을 함유하고 있어 니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316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도 약 12∼14%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으며,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인 SR-50A

의 경우도 약 22% 니켈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금 내에 함유된 

니켈의 양을 최소화하면서 높은 내식성을 갖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을 생체재

료 특히 골면 고정 장치에 적용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합금의 생체적합성을 결정 

짖는 인자 중 니켈 함량과 부동태 피막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자고 하 다. 

초내식성 페라이트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비

해 적은 양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어 니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줄여줄 수 있

다고 생각되며, 고강도와 고내식성 또한 갖고 있어 생체재료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 중 316LSS를 제외한 대부분이 20% 이상의 크

롬(Cr) 함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롬이 얇은 산화 피막을 형성함으로

써 산화나 부식을 억제하는 데 필수 원소이기 때문에 일반 범용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높은 함량의 크롬이 첨가된다. SR-50A가 가장 높은 몰리브데늄(Mo) 함량을 

보 고, SFSS가 가장 낮은 함량을 보 다. 텅스텐(W)의 경우는 SFSS X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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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FSS X5(5.54%)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고,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인 

SFSS X2는 몰리브데늄 대신 텅스텐을 첨가하 고, 몰리브데늄의 첨가량에 비해 

높게 첨가되었는데 이는 텅스텐이 몰리브데늄의 내식성 향상 효과의 반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FSS X5는 3.16% 몰리브데늄와 5.54% 텅스텐을 

함유하고 있고, 약 6% 몰리브데늄 함량에 준하여 설계된 합금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은 부동태 피막의 공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16LSS보다 

높은 함량의 몰리브데늄이 첨가되었거나 텅스텐이 다량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SR-6DX1 및 SR-6DX2에 2% 이하의 텅스텐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몰리

브데늄과 텅스텐이 같이 함유된 합금으로 몰리브데늄의 시그마 석출상 억제를 위

해 텅스텐으로 대체하고자 하 다. 질소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오스테

나이트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SR-50A(0.21%)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 들(SR-6DX1(0.23%), SR-6DX2(0.21%))이 0.2% 이상의 높은 질소 함량을 보

다. 질소를 함유한 합금은 동시에 몰리브데늄을 함유하고 있어 질소와 몰리브데늄

의 상승효과에 의해 부동태 피막이 강화되어 높은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들은 여러 원소의 다량 첨가로 인해 내식성

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석출물들의 억제 효과를 갖기 위해 탄소의 함량을 최소

화하 다.

XRD와 미세조직 관찰 페라이트 측정기를 이용해 페라이트의 상분율을 측정한 

결과, 316LSS와 SR-50A는 페라이트 상이 검출되지 않았다. 냉간 압연 후 열처리

한 시편의 경우, 페라이트 분율이 SR-6DX1이 47.0%로 SR-6DX2(33.1%)보다 높

게 나타났다.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99% 이상의 페라이트 분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상 안정화 원소의 향 때문이다. 

합금 조성 중 페라이트 형성을 촉진시키는 크롬(Cr) 계열과 오스테나이트 형성

을 촉진시키는 니켈(Ni) 계열을 구분하여 그 향도에 따른 등가식이다. 본 연구

에 사용된 합금들의 Schaeffler diagram을 Fig. 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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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chaeffler diagram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Schaeffler diagram(Novak, 1977)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작성한다.

           

         Ni equivalent = %Ni+30×(%C+%N)+0.5×%Mn,

         Cr equivalent = %Cr+%Mo+1.5×%Si+0.5×%Nb,

이 Schaeffler diagram으로부터 SR-50A는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구간에 위치해 

있고, 316LSS는 약 6% 정도의 페라이트 분율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 위치해 있

다. 이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규소(Si)와 몰리브데늄(Mo)의 향으로 생각된

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가 공존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XRD 분석 결과, 페라이트 분율 결과와 Schaeffler diagram의 

결과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페라이

트 분율이 강의 조성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서 사용된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은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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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페라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니켈(Ni) 함유량이 적을 경우 나타

나며 생체재료로 사용시 자성 때문에 주변 조직과 세포 등에 향을 미칠 수 있

고, 또한 다른 전자의료용구 및 기기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에 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자성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열처리 하지 않은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페라이트 분율이 적게 나

타나므로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생체재료로서 열처리를 하지 않은 듀플렉스 스테

인리스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기존 316LSS보다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R-50A는 가공 경화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듀플렉스

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들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내

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316LSS miniplate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 굴곡강도

를 보 다. SR-6DX1 및 SR-6DX2가 가장 높은 굴곡강도를 보 고, SR-50A와 

SFSS X2가 중간의 굴곡강도를 그리고 SFSS X5가 비교적 낮은 굴곡강도를 보

다. 생체재료 중 강한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316LSS 또는 코발트-크롬(Co-Cr) 

합금을 주로 사용하 고, 생체적합성이 중요한 부위에는 순수 타이타늄이 주로 사

용되었다. 그러나 316LSS와 코발트-크롬(Co-Cr) 합금은 국부부식에 대한 저항성

이 낮고, 제조 및 가공이 어려워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체적합성이 우

수한 순수 타이타늄의 경우는 낮은 강도 및 비틀림 저항성, 파괴 저항성 그리고 

제조, 가공, 성형의 어려움 등이 단점이 있어 사용 부위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

다. 이러한 생체 금속 재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재료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생각된다.

몰리브데늄(Mo)은 316LSS 에서 약 2∼3% 첨가함으로써 내식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원소임이 밝혀진 이래로 몰리브데늄의 첨가로 내식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많아져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약 6% 가량 첨가하여 내

식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MoO4
2-
 이온이 이온 선택성에 기초를 둔 2극형 모델과 

point defect model, 금속간 화합물 형성 모델, 안정한 몰리브데늄(Mo) 산화물 형

성 모델 등 여러 이론들이 알려져 있다(Sugimoto와 Sawada, 1976; Marshall와 

Burstein, 1984; Irhzo 등, 1986; Moshi 등, 1986). 질소는 침입형 원소로써 오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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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상에 고용되어 공식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질소의 

향에 대해서는 수소 이온의 흡착에 따른 pH 상승효과, 부동태 피막에 질소 원소

의 농축, 질화물 형성 등에 의한 내식성 향상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Newman 등, 

1984; Moshi 등, 1986). 특히, 질소는 몰리브데늄과 함께 존재할 때 상승작용에 의

해 내식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입계에 석출되는 탄화물

의 생성을 억제하여 입계부식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Willenbruch 

등, 1990; Olefjord와 Clayton, 1991; Halada 등, 1996). 텅스텐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첨가 시 낮은 pH 역에서 안정한 WO3
-
의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

여 내식성에 기여하고 몰리브데늄과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몰리브데

늄을 대체하여 스테인리스강에 첨가될 경우 공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며 그 효과는 

몰리브데늄의 약 1/2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텅스텐은 표면에 안정한 산화물을 형

성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다른 산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내식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Bui 등, 1983; Ogura와 Ohama, 1984; Gluszek 등, 

1985).

스테인리스강은 균일부식보다는 공식 같은 국부부식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

에 이를 정량화 시킨 PRE(Pitting Resistance Equivalent)값이 내식성 평가에 있어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PRE 값이 40 이상인 합금을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Super stainless steel or High performance stainless steel)으로 정의하고 일반 

스테인리스강보다 공식 및 틈부식에 대한 높은 저항성 및 높은 강도를 갖는 합금

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Herbsleb(Ujiro 등, 1991)가 제안한 식( PRE = 

Cr+3.3Mo+30N )을 이용하여 각 스테인리스강의 조성에 대해 PRE number를 결

정 해 보았다. 텅스텐(W)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는 PREW=Cr+3.3(Mo+0.5W)

+30N 식(Okamoto, 1992)을 이용하 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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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 or PREW values of  stainless steels tested in this study 

Types PRE or PREW

SR-50A 49.94

316LSS 27.06

SR-6DX1 45.20

SR-6DX2 50.74

SFSS X2 45.14

SFSS X5 42.89

SR-50A와 SR-6DX2의 PRE는 약 50, 나머지는 42 이상의 값을 보 으며, 

316LSS는 27을 보 다. 이 결과로부터 316LSS보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이 높

은 공식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전위 분극 실험으로부터 316LSS만이 

공식이 발생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16LSS의 공식 전위가 약 500 

mV(SCE)이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부식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 

인체 내에서나 구강 내에서 이 강을 사용할 경우 여러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부 부식이 발생될 수 있다. 주기율표 7족의 할로겐 원소들은 그속의 

부동태막을 파괴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온들을 공격성 이온(aggressive 

ion)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Cl-, F-등이 있다. 내식성 재료가 이러한 이

온이 존재하는 분위기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재료표면에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파

괴에 의하여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교정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316LSS는 공

식에 약한 특성이 있음을 알았고, 또한 매일 사용하는 치약과 양치용액에 Cl-, F- 

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기도 하다. 더욱이 교정환자의 경우는 brace 

주위의 enamel decalcification, gingivitis 등의 예방을 위해 내원시에 자주 고농도 

불소도포 시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에 316LSS의 내식성에 대한 염려는 더 커

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들이 전술한 바와같이 여러 다른 요인과 복합적을 작용할 

때 국부 부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316LSS가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으로 대체된

다면 이런 염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방전위가 냉간압연된 상태보다 소둔 열처리된 경우 증가하는 경향은 재료가 

열처리에 의해 응력이 제거되고, 결정 구조가 안정화되어 부동태 피막이 안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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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316LSS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료들은 침적 후 바로 개방전위가 

증가하 다. 이것은 침적 후 바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개방전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안정된 부동태막을 갖고 있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테인리스강들은 낮은 전류 도(1 ㎂/cm
2 
이하)를 보 다. 전위 인

가 후 바로 급격한 전류 도의 감소를 보 고, 안정한 전류 도를 침적 시간이 증

가해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 사용된 스테인리스강들

은 인공 체액에서 아주 낮은 전류 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식성이 매우 우수

한 것을 의미하며, 인체 내에서 사용시 체액과의 반응에 의한 이온 용출의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골면 고정 장치인 miniplate에 대한 동전위 분극 실험 

결과에서도 316LSS에서 공식이 발생되었고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전위 결과도 마찬가지로 316LSS의 침적 후 개방 

전위 상승 속도가 가장 낮았고 전위 요동이 심하 고, 정전위 결과에서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전류 도의 상승이 있어 동전위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식 즉 부동태 피막의 파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16LSS도 내식성이 우

수한 재료로서 생체금속재료로 오래 동안 사용된 재료이지만 현재는 그 사용을 

제한해 가는 추세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료의 재현성, 신뢰성이 

공식과 같은 현상에 의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태 피막이 매우 안정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사용이 추천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동전위 분극실험, 개방 전위 측

정 실험, 정전위 실험 등에서 공식이 발생되지 않았고, 낮은 부동태 전류 도로 보

아 골면 고정 장치뿐만 아니라 교정 및 보철 재료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테인리스강에는 니켈(Ni)이라는 독성을 가진 원소를 소량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원소가 이온 용출이 일어나면 인체에 좋지 않은 향을 줄 수 있다. 

Schriver(1976)는 교정 치료 중의 심한 치은염이 비위생적인 구강 관리 뿐 아니라 

장치로 인한 접촉성 과민 반응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 다. Lugowski 등

(1987)은 니켈(Ni)이 동물과 인간에게 독성 물질로 작용하며 호흡계와 비강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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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 다. Maijer와 Smith(1982)는 교정 장치로부터의 

금속 이온 유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로 재료의 내식성, 금속의 납착이나 

용접, 이형 금속에 의한 galvanic corrosion, 치태 내 미생물 대사에 의한 상호 작

용, 장치의 표면적, 표면 연마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교정 장치

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장착 기간 중의 초기 유리량과 장기적 유리량, 그리

고 그 향의 평가이며, 비록 적은 양만이 유리된다 해도 지속적인 접촉으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Dunlap 등, 1989), 수 년 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Rickles, 1972).   

인공체액에서의 침적 전 기간에 따른 니켈 용출량은 SR-6DX1 및 SR-6DX2 

그리고 SFSS X2가 비교적 높은 용출량을 보 고 SR-50A, SFSS X5, 316LSS이 

낮은 용출량을 보 다. 8주 동안의 니켈의 용출량은 약 100 ng/㎖로서 한 개의 

miniplate 당 약 33 ng/㎖이었다. 1일 양으로 환산하면 약 0.6ng/ml로서 미국인 하

루 니켈(Ni) 섭취량(Park HY, Shearer TR 1983)의 약 70만분의 1에 해당되는 극

미량이다. 니켈(Ni)함량이 많은 SR-50A가 침적기간에 따른 니켈 이온 용출량의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

면 니켈 함량이 적은 SFSS X2가 침적기간에 따라 니켈 이온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이온 용출량과 함량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니켈 이

온 용출에 있어서 향인자는 니켈의 함량 보다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이 더욱 중

요하게 작용한다. SR-6DX1, 2와 SFSS X2, X5 시편은 본 연구를 위해 실험실적

으로 제조된 것이라 조성의 불균일성, 공정상의 결함 등이 있을 수 있고 결과의 

재현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에 니켈 이온 용출 실험과 같이 극미량의 이온양을 

검출하는 실험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특성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식체의 주위 조직과 국부적 또는 전체적인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

는데 있어서 생체 재료의 세포 반응에 대한 연구는 재료의 생물학적 적합성 평가

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속 생체 재료들은 표

면 특성, 특히 부동태 피막층이 인체 내에서 비교적 불활성하나 그 정도는 다른 

재료들보다 소량의 금속 이온들의 느린 유출을 의미하며(Brown, 1988), 특히 니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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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용출에 의한 알러지 반응은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체 재료의 생체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세포 형

태학적 검사, 알러지 반응을 주로 조사하기 위한 과립구의 화학적 활성 검사, 동물

이나 인체에 대한 생체 실험과 이들 실험을 위하여 체외에서 단기간에 screening

하기 위해 생체 재료와 조직간의 접합부를 관찰하는 Interference Reflection 

Microscopy(IRM, Verschuern, 1985), Tendem Scanning Reflected Light 

Microscopy(TSM, Paddock, 1989)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세포 배양법은 실

험 조건의 조절이 가능하며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배양세포가 면역 

기전이나 신경 호르몬, 염증 반응 등의 향을 받지 않으므로 순수한 반응만을 기

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양된 세포는 환경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단 시

간 내에 높은 세포분열을 통해 계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Putters 등, 1992). 본 연구에서는 쥐의 섬유세포인 L-929 cell를 사용하여 agar 

overlay 실험과 MTT 실험을 수행하여 세포독성을 평가하 고, 골아세포인 

MC3T3-E1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 증식도를 평가하 다. 

세포독성 실험 결과로부터 SR-50A는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

지 스테인리스강들은 무시할 정도의 미약한 반응지수를 나타내었다. MTT test에

서 모든 시편이 87%이상의 세포생존률을 보 는데, 김(2003)의 연구에서 순수 타

이타늄(Ti)의 경우 에서도 동일 세포인 섬유아세포의 MTT test에서 87% 의 세포 

생존율을 보인 바 있다.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SR-50A가 반응지수가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 이유는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합금의 니켈 함유량

보다는 부동태 피막의 안정성이 이온 용출과 세포독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용출액을 첨가한 모든 실험군에서 섬유아세포의 생

존률이 87%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에서 용출된 

이온들의 섬유아세포에로의 독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간 세포

적합성 실험 결과로 볼 때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은 섬유아세포의 성장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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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접시인 대조군과의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의 세포 증식도는 배양 

2일에 대조군이 가장 높았고, 배양 4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편들이 대조군과 유

사한 세포 증식도를 보 다. 각각의 재료가 배양 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 배양일에는 대조군과 유사한 세포 증식도를 보 다. 이것은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이 세포의 증식에 악 향을 미치지 않

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316LSS의 경우도 세포의 증식에 악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듀플렉스와 페라이트 스테인리스강은 높은 내식성과 낮은 

니켈 함량을 보이므로 인체에 사용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니켈 유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은 기존의 순수 타이타늄 

또는 그 합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보철용 임플란트의 

경우 낮은 항복강도 및 내마모성을 개선할 수 있고, 교정용 miniscrew 및 

miniplate 등의 헤드부 마모 및 진동 부식(fretting corrosion)에 대한 높은 저항성

을 갖는 재료를 제작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접합성이 개선된 교정용 선재

(wire)로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문(2002)등의 보고에서 실패한 

경우는 원인이 miniplate가 아닌 현재 임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miniscrew의 

loosening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초기 miniscrew가 임상에 소개될 때 주장되었던 

“한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골유착이 필요없고 기계적 locking 만으로도 충분하

며 또한 즉시 교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즉 현재 

교정용 miniscrew의 loosening으로 인한 탈락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고 설령 osseointegration이 일어난다 해도 miniscrew의 제거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miniscrew경우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으로 대체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기존 titanium에 다른 금속을 첨가시켜 강도와 가공성을 높이고 

보철용 implant에 버금가는 탈락을 막기위한 표면처리 측면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

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반면 miniplate 또는 plate의 경우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으로 대체되어도 생체적합면에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miniplate design을 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가공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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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plate가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으로 대체될 때 다양한 design의 miniplate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anchorage 역의 발전으로 인한 교정학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titanium에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으로 miniplate의 재질이 대체된다

면 galvanic current로 인한 부식을 염려해 볼 수도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알아보

았듯이, 이 두 종류의 금속간에 개방전위 차이에 의한 가능한 전류의 흐름은 1μA 

정도이며, 이런 미약한 전류로도 부식(corrosion)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행속도는 

아주 느려 무시할 만 하다.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의 사용가능 분야로서 교정과의 한시적 

anchor용으로서의 miniplate의 사용 외에도, 구강외과의 악교정 수술시에, 각종 악

안면 골절의 복원수술시, 성형외과의 경조직이 포함되는 성형수술시 그리고 정형

외과의 골절의 복원수술에 이르기까지 miniplate 또는 plate 사용분야가 실로 광범

위 하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plate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면 기존의 titanium 

plate의 저강도 저성형성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물질로서, 또한 아직도 

강한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의 생체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316LSS plate 보다 더 

우수한 강도와 내식성을 보이는 개선된 대체물질로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plate의 사용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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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에서 골면 고정 장치용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가공재 및 miniplate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전기 화학적 특성, 이온용출, 세포독

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R-50A가 가장 높은 22% 니켈(Ni) 함량을 보 고, SR-6DX가 7∼10% 니

켈 함량, SFSS가 3% 이하의 낮은 니켈함량을 보 다. 또한 SR-50A, 

SR-6DX가 0.2% 이상의 높은 질소 함량을 보 다. 이들 초내식성 스테인리

스강들은 국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몰리브데늄(Mo) 또는 텅

스텐(W)이 첨가되어 있었다.

2.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순수 타이타늄(Ti)과 316LSS보다 높은 경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간 가공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300∼

400 Hv를 보 고, 열처리한 시편은 186∼285 Hv 정도 다. 

3.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모두 유사한 동전위 분극 거동을 보 지만 

316LSS는 공식이 발생되었다. 순수 타이타늄과도 유사한 내식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방전위는 냉간압연된 상태보다 소둔 열처리된 경우 증가

하 고, 침적 후 바로 개방전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초내식성 스테인

리스강들은 전위 인가 후 바로 급격한 전류 도의 감소를 보 고, 안정한 

전류 도를 침적 시간이 증가해도 유지하 다. 

4. Agar overlay 실험 결과, 탈색지수는 재료에 따라 0에서 2의 값을 보 지만 

세포 사멸지수는 0으로서 탈색지역에서의 세포의 사멸은 없었다. SR-50A가 

세포 독성이 없었고 나머지 스테인리스강들은 미약한 독성을 보 다. MTT 

실험결과,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87%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이들 

강들은 세포 독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MC3T3-E1 골아세포의 증식에 악 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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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miniplate가 316LSS miniplate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 

굴곡강도를 보 다. 

7. SR-50A, SR-6DX1 및 SR-6DX2 miniplate가 우수한 내식성을 보 고, 

316LSS는 390 mV(SCE)에서 공식이 발생하 다. 모든 miniplate가 침적 후 

즉시 안정된 개방전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16LSS는 상승속도가 낮

았다. SFSS를 제외한 모든 miniplate들이 전위를 인가한 후 바로 전류 도

의 감소를 보 다. 316LSS miniplate는 안정한 전류 도를 보이다가 급격한 

전류 도의 증가를 보 다. 

8. 실험군 중, SR-50A, SFSS X5 및 316LSS이 낮은 용출량을 보 고 

SR-6DX1 및 SR-6DX2 그리고 SFSS X2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Ni) 용출

량을 보 다. 그러나 절대적 니켈(Ni) 이온 용출량은 실험군 모두에서 극미

량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식

성을 보유하고 있고, 이온 용출, 세포독성 및 세포 증식도에 있어서도 우수한 특성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인 SR-50A가 니켈 이온 용출량 및 용출속도가 낮고, 세포 독성이 없

는 결과를 보인 것은 생체적합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인자는 부동태 피막의 특성

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들은 높은 내식성 및 기

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세포독성이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적게 나타나므로 

생체 금속재료로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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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el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nd 

hypersensitivity. In case of stainless steel as biomaterials, the higher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the lower the nickel content, the better it is for the 

human body. However, because nickel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stabilization of the austenitic phase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ainless 

steel,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nickel from the constituents of stainless 

steels complet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rosion resistance, cytotoxicity, and mechanical property of super stainless 

steels, which had high corrosion resistance by synergistic effect of Mo(or W) 

and N, with respect to nickel content and to evaluate their potential for 

orthodontic applications. Super austentic stainless steel(SR-50A) had high 

nickel content of 22% and super duplex stainless steels nickel contents of 6∼

10%. Super austentic and duplex stainless steels had nitrogen contents of 

above 0.2%. Also, these steels had high Mo or W contents which were able to 

increase the localized corrosion resistance. In terms of hardness, super stainless 

steels, which had Vickers hardness values of 374∼400 Hv in cold-rolled state 

and 186∼285 Hv in annealed state, exhibited higher values than 316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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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ex stainless steels exhibited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than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n terms of corrosion resistance, super stainless steels 

exhibited lower passive current density(2.3∼3.8 ㎂/cm2) than pure Ti(6.6 ㎂

/cm2) in the body-simulated solution and similar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behaviors. Pitting corrosion occurred in 316LSS but not in the others. Thus 

these steels were considered to have high corrosion resistance in the human 

body. In terms of cytotoxicity, SR-50A exhibited none cytotoxicity and the 

others slight. Th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cytotoxicity of alloys containing 

nickel had no relation with nickel content because SR-50A with the highest 

nickel content exhibited no cytotoxicity   

Keyword :  super stainless steel, nickel content, passive film, cytotox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