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임플랜트와 생체 조직 간의 긴 하고도 생체 친화

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임플랜트의 표면

조성, 구조, 산화막의 두께 및 형태 등의 표면 특성

(surface characteristics)이 매우 중요하다. 티타늄은

재료 자체의 우수한 생체 친화성으로 치과 임플랜트

역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연구되어 왔으나, 티

타늄과 생체 조직 간의 최적의 친화성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표면 처리 방법은 아직도 많은 논의와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임플랜트가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골과 임플랜트가 유착된 골 계면을 얻

어야 하며, 성공적인 골 유착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

으로서 Albrektsson 등1)은 임플랜트 재료의 생체

적합성, 임플랜트 디자인, 임플랜트의 표면특성, 임

플랜트 식립 부위 숙주 골의 상태, 외과적 수술 방

법, 수술 후 임플랜트에 한 하중 조건 등의 6가지

요소들이 임플랜트 골 유착에 향을 미치는 조건이

라고 발표하 다. 그 중에서도 임플랜트의 표면 특

성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의

임상 경향은 어떻게 하면 전체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한 관심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티타늄의

표면 처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5)

표면을 개선시키기 위한 표면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3) 첫째, 물질 첨가 방법으로

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티타늄 입자 등을 플라즈

마 분사 (TPS), 화학적 진공 침착 (CVD), 물리적 진

공 침착 (PVD) 하는 방법들이 있고, 둘째, 표면 삭제

방법으로는 산 부식, 알칼리 처리, 화학적 혹은 전

기-기계적인 부식, 다양한 미세 입자를 이용한 블라

스팅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표면의 성

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e-beam 열처리, 레이저 처

리, 이온 임플랜테이션, 양극 산화법 등을 들 수

있다.6)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임플랜트

표면의 형태와 성질에 변화를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골과의 유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

겠다.7)

현재까지 많이 연구 되어온 부분의 표면 처리 방

법은 티타늄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8,9) 표면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표면적

이 넓어지므로 골과 임플랜트 표면 간에 생체-기계

적인 결합력이 증진된다고 믿어 왔었다.10) cp-티타늄

의 표면 처리 방법 중의 하나인 양극 산화법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표면 처리 방법으로서, 비교적 간단

한 공정으로 산화막의 두께, 구조, 구성, 미세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형 시킬 수 있으며, 산화물의 생물

학적인 성상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11)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

하여 치과용 임플랜트로 사용되는 티타늄 금속의 적

용에 한 연구로서 임플랜트 표면의 물리, 화학, 미

세 구조적인 특징과 이것의 생체 반응간의 상관관계

를 고찰하여 골 유착에 가장 효과적인 양극 산화 표

면 처리 방법과 제작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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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변수로 전류, 전압, 주파수, 전해질, 열처리 등

의 조건을 달리 한 실험 군들의 거칠기, 미세 구조,

결정구조 등을 조사하고, 이를 인공 체액 (SBF;

simulated body fluid)에 침지( ; soaking)하여

표면 성질 및 산화막의 변화가 골과 직접 결합하는

생체 활성도 (bioactivity)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하 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시편 제작

cp-티타늄 (ASTM cp-grade 1, Hyundai Titanium

Co., Ltd., Inchoen, Korea)을 직경 10 ㎜, 두께 1 ㎜

의 디스크 형태로 제작하고, 일정한 표면 거칠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1200번까지 emery

paper로 연마하 으며, 초음파 세척기에 5분간 아세

톤 용액으로 세척하고 상온에서 건조 하 다.

2. 표면 처리

1) 양극 산화 처리

실험 군은 총 7 개의 군으로 구성하 고, 1 군은

조군으로 아무런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나

머지 각 군의 실험 조건 (Table Ⅰ) 및 실험에 사용된

장비(Fig. 1)는 다음과 같이 하 다.

2) 열처리

열처리가 여러 가지 특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위 모든 군들을 furnace상에서 1 분에 5℃

씩 600℃ 까지 올려서 1 시간 동안 열처리하고 상온

에 이르기 까지 천천히 냉각 시켰다.

3. 실험 방법

1) 표면 관찰 및 형태 분석 (SEM analysis of

micro-porosity)

시편은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2500 CS, Hitachi Co., Tokyo,

Japan)으로 표면의 형태를 각각 1000 배 및 5000 배

로 관찰하 다.

2) 표면 산화물 성분 및 결정 구조 분석 (Crysta-

llographic assay of titania)

시편 표면의 결정 구조를 관찰하고, 산화막을 구성

하고 있는 산화물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표면의 형태

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박막-X선 회절분석기

(Thin Film X-ray Diffractmeter, RINT-2500,

Rigak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각 시편 표

면에 생성된 산화막의 결정 구조들을 관찰하 고,

특징적인 회절 피크 (2θ)는 JCPDS (Joint

Committee on Power Diffraction Standards)를 참

고로 비교하여 분석하 다.

3) 표면 거칠기 측정 (Roughness measurements)

시편 표면의 형상을 관찰하고 표면 거칠기 (Sa,

Sq)를 측정하기 위하여 AFM (Atomic Force

Microscope, EasyScan E-AFM, Nano-Surf Co.,

Switzerland)을 사용하 다. 측정 면적은 68.5 ㎛ ×

68.5 ㎛ 으로 설정 하 으며, 각 시편 당 3 곳을 측정

하여 이 수치들의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구하 다.

Sa, Sq는 3 차원 표면 거칠기 측정값으로 Sa는 표면

의 평균에서 높이 편차의 절 값의 평균이며, Sq는

표면의 평균에서 높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4) 인공 체액에 침지

각 군의 생체 활성도 (bioactivity)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실에서 제조된 SBF 용액에 1 주일간 (168 시

간) 침지 하 다. 침지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

시켜 분석 하 다 (Table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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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anodiz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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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금속의 표면이 생체 활성도가 우수하다면 용

액 내에서 골 성분과 유사한 아파타이트의 형성을

기 할 수 있는데, 이는 SBF 내에 존재하는 Ca2+,

HPO42- 등의 이온 들이 티타늄 표면과 이온 교환

반응에 의하여, bone-like apatite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5) 인공 체액에 침지 후 SEM, TF-XRD 분석

인공 체액에 1 주일간 침지한 후 표면 형태 및 결

정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및 박막-X선 회절 분석기로 비교 분석하 다.

Ⅲ. 실험결과

1. 시편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열처리와 SBF 침전을 하지 않은 시편들의 (Fig. 2)

관찰에서 1 군은 native oxide로서, 연마에 의해 힌

모습이며, 2 군은 오목한 산화막의 형태를 하고 있었

다. 나머지 3~7 군은 모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볼

록한 형태를 보 으며, 특히 3 군은 보다 더 복잡한

다공성 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6, 7 군은 거친 볼록

한 형태에 특히 7 군에서 표면에 약간의 결정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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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Treatment conditions of experimental groups in this study

Group Voltage Frequency Electrolyte Processing Time(Min.)

1 Control Group

2 0~350 Constant Current DC 0.4M Acetic Acid 2 ⅔

3 155 Constant Voltage DC 1M H2SO4 5

4 230 60Hz 0.1M Na2CO3 4

5 300 60Hz 0.1M Na2CO3 4

6 0~400 1000Hz
0.2M Calcium Acetate

5
+0.02M β-Glycerophosphate

7 0~460 1000Hz
0.2M Calcium Acetate

5
+0.02M β-Glycerophosphate

Table II. Ionic composition (mM) of SBF and human plasma

Na+ K+ Ca2+ Mg2+ Cl- HCO3
- HPO4

2- SO4
2-

Plasma 142.0 3.6~5.5 2.1~2.6 1.0 95~107 27.0 1.0 0.7~1.5

SBF* 142.0 5.0 2.5 1.0 126.0 10.0 1.0 1.0

*Simulated Body Fluid

Table III. Reagent source of simulated body fluid25)

Reagents ◀ Purity Amount/1000 mL

NaCl >99.5% 8.036 g

NaHCO3 >99.5% 0.352 g

KCl >99.5% 0.225 g

K2HPO4∙3H2O >99.0% 0.238 g

MgCl2∙6H2O >98.0% 0.311 g

1M-HCl - 20 mL

CaCl2 >99.9% 0.293 g

Na2SO4 >95.0% 0.072 g

TRIS ◀ >99.0% 6.118 g

1M-HCl ◀ - 0.75 mL



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7 군에서 보이는 표면의 금이

간 모양은 pore size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서, 이는 산화물내의 결정이 성장하여 생기는 세라

믹 파절로 생각된다.

SBF에 1 주일 간 침지 후 소견 (Fig. 3)에서 다른

군에서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3 군에서

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로 추정되는 결정 구조가

침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군의 상( )에서 보

이는 crack line은 시편 제작 과정상 건조 처리의 과

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생체 내의 환경은 조직액 혹

은 혈액 등으로 습한 조건이므로, 실제 인체 내에서

는 이러한 소견이 나타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 열처리 시편 소견에서(Fig. 4) 비열처리 군에 비

해 별다른 형태학적인 변화는 없었고, 체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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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each specimen without heat treatment and SBF soaking (left half of each image: 1000

magnifications, right half: 5000 magnifications).

Fig. 3. SEM images of each specimen without heat treatment after 1 week soaking in SBF (left half of each

image: 1000 magnifications, right half: 5000 magnifications).



더 치 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처리 시편을

SBF에 1 주일 동안 침지한 시편들 (Fig. 5)에서 별다

른 변화는 없었다.

2. 시편 표면의 박막 X선 회절 분석

열처리와 SBF 침전을 하지 않은 시편들 (Fig. 6)에

서 1 군은 titanium peak만을 보이며, 2 군에서부터

산화물의 peak가 나타나기 시작하 는데, 2 군은

약간의 anatase peak, 4 군에서는 거기에 rutile

peak가 추가로 시작되어 5 군에서 7 군으로 갈수록

rutile peak가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7 군에서는 Ca와 P로 보이는 미세한 peak를 볼 수

있었고, 3 군은 titanium peak는 거의 보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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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images of each specimen with heat treatment (left half of each image: 1000 magnifications, right

half: 5000 magnifications).

Fig. 5. SEM images of each specimen with heat treatment after 1 week soaking in SBF (left half of each image:

1000 magnifications, right half: 5000 magnifications).



Fig. 10. The graph of Sa and Sq values of each group

(unit: ㎛).

Fig. 11. One 3-dimensional AFM image of rough-

ness and us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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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F-XRD profiles of each specimen without

heat treatment and SBF soaking.

Fig. 7. TF-XRD profiles of each specimen without

heat treatment after 1 week soaking in SBF.

Fig. 8. TF-XRD profiles of each specimen with heat

treatment.

Fig. 9. TF-XRD profiles of each specimen with

heat treatment after 1 week soaking in SBF.



정도로 산화막의 구성이 anatase와 rutile로 구성된

산화물로 조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rutile의

양이 더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SBF에 1 주일 동안 침지 후 소견 (Fig. 7)은 3 군

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에서 산화물들의 약간의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SBF에 침지 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고, 3 군에서만 bone-like apatite가 생

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titanium peak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열처리 시편 군 (Fig. 8)에서는 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하여 결정 구조의 조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열처리가 산화물의 양의 증가의 측면에서

약간의 기여가 있다고 보인다. 열처리 시편을 SBF에

1 주일 동안 침지한 결과 (Fig. 9) 결정 구조의 조성

및 양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3. 시편 표면의 AFM 관찰 및 거칠기 측정

거칠기는 7, 5, 2, 3, 6, 4, 1 군순으로서, 7 군에서

가장 큰 값을, 1 군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 으며

(Fig. 10), 7 군과 나머지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를 보 다 (p<0.05). 그러나 생체 활성

도는 유일하게 3 군에서만 존재 하 으므로, 거칠기

와 생체 활성도간에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관찰된 AFM의 표적 image와 장비 사진은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Ⅳ. 총괄 및 고안

치과용 임플랜트의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 중

양극 산화법은 산화막 층의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성질을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재현성의 수준이 높

고, 다른 표면 처리 방법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은

경비와 간단한 공정으로 제작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15) 그러므로 산화막의 두께, 구조, 조

성, 형태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임플랜트에 거칠고, 다공성이며, 매우 단단하게 부착

되는 산화막을 만들어내는데 우수한 방법으로 보고

되고 있다.16)

Choi 등17)은 티타늄의 양극 산화법의 방법들을 소

개 하 는데, 그 변수로서 일정한 전류, 일정한 전

압, 주파수, 그리고 전해질의 다양한 종류와 농도를

변화 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으며, Ishizawa 등18)은 전

압, 전류, 처리 시간, 전해질의 농도 등의 변수를 달

리 하면, 산화막의 두께, 미세 구조, 거칠기, 결정구

조, Ca와 P의 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 다.

표면 거칠기가 골 유착에 미치는 향의 측면에서

Wennerberg19)는 거칠기가 증가하면 임플랜트와 골

조직사이의 기계적인 맞물림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하 고, Orton 등20)은 거친 표면의 뒤틀림 제거력

(removal torque)이 높은 이유로 기계적 맞물림이 크

고 응력 분산에 유리하며, 임플랜트 나사와 골 조직

간의 탄성 계수의 차이를 완충하는 역할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Wennerberg 등21)의 다른 연구에서는

거친 표면을 가진 임플랜트가 골 창상 부위에서 치

유 능력이 우수하며, 골 접촉율과 뒤틀림 제거력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는 안정된 골

유착을 가져다주지만, 어느 일정한 수치를 초과한

표면 거칠기의 임플랜트의 경우에는 골 창상 치유가

오히려 제한되기 때문에 골 접촉 율이 떨어져서 골

유착에 불리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Lim4)의 연구를 토 로 임플랜트의 표면

처리에 따른 효과의 측면에서 표면 거칠기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결정의 형태와 성장, 산화막의 구

성 성분 (특히 O/Ti 비율), TiO2 결정상의 종류 등이

세포와의 반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즉, 본 실험의 결과 중 거칠기의 수치가 가장 높

았던 7 군에서 기 되었던 생체 활성도를 얻어내지

못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Wennerberg 등2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의 하나로, 표면이 거칠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

실과, 표면 거칠기가 생물학적 반응에서 다른 표면

성질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가설을 이끌어 내었으며,

표면 거칠기는 주로 물리적인 결합에 기여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고 사료 된다. 그러므로 보다 향상된 생

체 활성도를 얻기 위해서는 산화막 층의 물리 화학

적 성질 (미세 구조, 미세 기공도 및 상 분율, 결정학

적 방향성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표면의 다공성 구조의 생체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의 혈장과 이온의 조성과 농도

가 거의 유사한 SBF를 이용하 다. 이 용액은 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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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 Hydroxy Methyl Amino Methane)라는 성분

으로 pH 7.40을 유지 하며, 용액 내에 존재하는

Ca2+, HPO4
2-등의 이온들이 bioactive titanium

surface와 이온 교환 반응에 의하여, bone-like

apatite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4,22-24) 생체 활성

도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cell culture, alka-

line phosphatase activity test, total protein mea-

surement, type I collage measurement) 중 비교적

오차 범위가 작고, 정확한 생체 활성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함을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한바 있다.12,25-27)

Han 등28)은 산화막의 결정상, 형태, 두께 및 Ca와

P의 생성 등들의 변화는 양극 산화시 가해진 전압의

정도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하 고, Song 등29)은 가해

진 주파수에 의해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Li

등30)도 산화막에 새로 침착되는 Ca의 농도와 가해진

전압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 으며, 본 실험의 3

군에서 spark discharge가 일어날 정도로 가혹한

조건하의 시편에서 우수한 생체 활성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도 전압이 상당히 중요한 실험

변수로 작용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3 군에서 사용

된 전해질인 황산 (H2SO4)은 강산으로서, 이미 공업

적으로 내산화막을 성장시키는데 널리 이용 되어온

경위가 있으며, 이러한 전해질을 우선 검토해 보는

것은 실험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생

각하며, 결과적으로 3 군에서 생체 활성도가 나타났

다. 하지만 표면에 황산의 잔류물이 극미소량 잔류

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잔류물은 이온이 아닌 작용

기 (functional group; 어떤 화학적 성질을 표시하는

원인이 되는 기)로 화학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여 실

제 인체에 생물학적인 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인체의 혈장과 본 실험에 사용된 SBF 용액

내에서도 황산기 (SO4
2-)가 존재 하여, 이것으로 말미

암아 Ca와 P의 생성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31) 결론적으로, 본 실험의 결과에 따라 산화막을

구성하고 있는 산화물의 두께와 양을 증가시키는 데

는 황산과 같은 매우 강한 산을 전해질로 사용하고,

spark discharge가 일어날 만큼 매우 높은 전압을 가

하는 등의 가혹한 실험 조건하에서 좋은 결과를 얻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압과 전해질을 조절하여 산화막에 이온 (Ca, P)

을 implantation시킨 6, 7 군 관찰 결과, 형태학적으

로도 복잡한 다공성으로 우수하며, 산화물 (rutile /

anatase)의 양도 비교적 많았지만, 1주일 이내에 생

체 활성도는 유도되지 않았다. 이는 3 군과 비교하여

이온이 implantation 되었다 하더라고, titanium

peak를 훨씬 능가하는 산화물의 분포와 우수한 (잘

배향된) 결정 구조 없이는 생체 활성도를 기 할 수

없음으로 추정된다32,33)(Fig. 12).

생체 활성도에 향을 미치는 산화막 내의 주된 결

정 구조에 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다. Lim 등3)

과 Yang 등16)은 티타늄 표면의 산화막에 두 종류 이

상의 결정 구조가 혼재 하여 있는 경우 생체 친화성

이 우수하다고 하 고, 골과 유사한 apatite의 형성

에 있어서 Lausmaa 등31)은 rutile이, Son 등11)과

Uchida 등34)은 anatase가 더 유효한 향을 주었다고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생체 활성도가 유도

된 3 군의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rutile과 anatase가

혼재하는 양상이나, 그 중 rutile phase가 더 우세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산화

막의 결정 구조와 생체 활성도간에 접한 관계

(crystallographic compatibility)가 있는 것으로 말

할 수 있으며, 향후 전압, 전해질, 열처리 등의 실험

변수들의 많은 조합들 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밝혀내

어서, 보다 더 우수한 양극 산화 처리된 표면을 만

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결론적으로 티타늄 표면의 산화막의 결정 구조가 생

체 반응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생체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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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을 가진 표면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것은 앞

으로의 계속적인 과제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1. 표면 처리한 모든 군들에서 형태학적으로 다공성

구조를 나타내었고, 2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은

체로 거친 볼록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산화

물의 양이 많고 결정성이 우수한 군들이 형태학

적으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극 산화법과 열처리를 동시에 처리한 결과, 결

정 구조의 구성에는 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체

적인 산화물 (rutile / anatase)의 양의 증가에는

기여 하 다.

3. 거칠기는 7, 5, 2, 3, 6, 4, 1 군순으로서, 7 군

(1000 Hz pulse, 460V)에서 가장 큰 값을, 1 군

(machined, 조군)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 으

며, 7 군과 나머지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으나 (p<0.05), 7 군에서는 1주

일 이내에 생체 활성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전압과 전해질을 조절하여 산화막에 이온(Ca, P)

을 implantation시킨 군 관찰 결과, 형태학적으로

도 우수하며, 산화물도 소량 생성 되었지만, 1주

일 이내에 생체활성도는 유도 되지 않았다. 

5. 3 군에서 유일하게 생체 활성도가 나타났고, 산화

막의 구성은 순수 titanium peak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로 rutile 계열의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

었으며, 특히 rutile의 결정 구조 중에서 비정상적

으로 [101]면이 배향되어 있었고, 이면을 중심으

로 bone-like apatite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극 산화법의 여러 가지 실험 조건 중 전압, 주파

수, 전해질 등을 변화 시켜 산화막을 조절한 결과,

산화막의 표면 형상, 표면 미세 기공도, 제 2 상

(Ca/P)의 생성, 결정 구조, 두께 등을 제어 할 수 있

었으며,  더 나아가 in vitro에서 생체 활성도까지 유

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양극 산화법은 산화막의

물리적 성질은 물론, 생물학적인 성질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표면 처리 방법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생체실험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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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problem: Recently, anodic oxidation of cp-titanium is a popular method for treat-

ment of titanium implant surfaces. It is a relatively easy process, and the thickness, structure,

composition, and the microstructure of the oxide layer can be variably modified. Moreover the bio-

logical properties of the oxide layer can be controlled. 

Purpose: In this study, the roughness, microstructure, crystal structure of the variously treat-

ed groups (current, voltage, frequency, electrolyte, thermal treatment) were evaluated. And the

specimens were soaked in simulated body fluid (SBF)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surface char-

acteristics and the oxide layers on the bioactivity of the specimens which were directly related to

bone formation and integration.

Materials and methods: Surface treatments consisted of either anodization or anodization

followed thermal treatment. Specimens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depending on their anodiz-

ing treatment conditions:

constant current mode (350V for group 2), constant voltage mode (155V for group 3), 60 Hz

pulse series (230V for group 4, 300V for group 5), and 1000 Hz pulse series (400V for group 6,

460V for group 7). Non-treated native surfaces were used as controls (group 1).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rmal treatment, each group was heat treated by ele-

vating the temperature by 5℃ per minute until 600℃ for 1 hour, and then bench cured.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porous oxide layers were observed on treated sur-

faces. The crystal structures and phases of titania were identified by thin-film x-ray diffractmeter

(TF-XRD). Atomic force microscope (AFM) was used for roughness measurement (Sa, Sq). To

evaluate bioactivity of modified titanium surfaces, each group was soaked in SBF for 168 hours

(1 week), and then changed surfac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SEM and TF-XRD. 

Results: On basis of our findings, we concluded the following results.

1. Most groups showed morphologically porous structures. Except group 2, all groups showed

fine to coarse convex structures, and the groups with superior quantity of oxide products showed

superior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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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 a result of combined anodization and thermal treatment, there were no effects on com-

position of crystalline structure. But, heat treatment influenced the quantity of formation of

the oxide products (rutile / anatase).

3. Roughness decreased in the order of groups 7,5,2,3,6,4,1 and there was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group 7 and the others (p<0.05), but group 7 did not show any bioactivity within

a week. 

4. In groups that implanted ions (Ca/P) on the oxide layer through current and voltage control,

showed superior morphology, and oxide products, but did not express any bioactivity

within a week. 

5. In group 3, the oxide layer was uniformly organized with rutile, with almost no titanium peak.

And there were abnormally more [101] orientations of rutile crystalline structure, and bone-

like apatite formation could be seen around these crystalline structures.

Conclusion: As a result of control of various factors in anodization (current, voltage, frequency,

electrolytes, thermal treatment), the surface morphology, micro-porosity, the 2nd phase formation,

crystalline structure, thickness of the oxide layer could be modified. And even more, the bioac-

tivity of the specimens in vitro could be induced. Thus anodic oxid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excellent surface treatment method that will able to not only control the physical properties but

enhance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oxide layer.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in near

future animal research to prove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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