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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fabricated pure titanium (Ti)/hydroxyapatite (HA) double layer coating on medical
grade PEEK from magnetron sputtering system, an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hether the surface can be
had more improve bio-active for orthopedi/dental applications than that of non-coated one. Pure Ti and HA
coating layer were obtained by a radio-frequency and direct current power magnetron sputtering system. The
microstructures surface, mechanical properties and wettability of the pure Ti/HA double layer deposited on
the PEEK were analyz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X-ray diffraction (XRD), nano-indentation, and contact angle test. According to the EDS and XRD results,
the composition and crystal structure of pure Ti and HA coated surface were verified. The elastic modulus
and hardness value were increased by pure Ti and HA coating, and the pure Ti/HA double layer coating
surface has the highest value. The contact angle showed higher value for pure Ti/HA double layered coating
specimens than that of non-coated (PEEK)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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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폴리에틸에틸케톤 (Polyethertherketone; PEEK)은

아릴 고리 (aryl rings)사이에 케톤 (ketone)과 에테

르 (ether) 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방향족 백본

(backbone)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별한 화학적 구

조로 인하여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우수한 기계

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1]. 바이오

소재로써 PEEK는 반복적인 멸균에도 비독성을 나

타내며 체내에서 높은 방사선 투과성을 나타내는

등, in vitro 및 in vivo 상황에서 높은 생체적합성

을 보인다[2-3]. 특히, 인체의 뼈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은 뼈보다 높은 기계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

는 응력 차폐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형외과 (척추 추간체 보형재, 척추체 대체 임플란

트 등) 및 치과 (치과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에 적

용되고 있는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소

재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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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EEK 소재의 안정적인 화학식은 표면에

세포 또는 골세포가 부착되지 않는 생물학적 비활

성 소재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5].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PEEK의 생체 활성 및 골 유착을

위한 표면 개질, 코팅 및 PEEK 기반 생체 활성 복

합체를 제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티타

늄 (Pure Titanium; Pure Ti)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

트 (hydroxyapatite; HA)는 높은 생체적합성과 생체

활성을 갖는 소재로써 PEEK의 표면 개질을 위하

여 플라즈마 스프레이 (plasma spray)방식을 일반적

으로 이용한다.

하지만, Pure Ti 코팅은 1,000oC 이상의 고온 공

정으로 인한 PEEK 열분해, 코팅 밀도의 불균일성

및 화학적 비균질성 뿐만 아니라 두꺼운 코팅 두께

로 인하여 PEEK에서 박리될 가능성이 빈번하다[4].

HA에서도 급격히 냉각된 비정질 구조를 가져 체내

의 분해 속도가 늦고, 코팅층의 밀도가 낮은 단점

을 가지고 있다[7].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magnetron sputtering) 방식은

기존의 플라즈마 스프레이 (plasma spray)방법보다 매

우 얇은 코팅층을 형성하여 높은 접착력을 보일 것

으로 사료되며, Pure Ti와 HA를 이중 증착통한 PEEK

소재의 표면 개질을 통하여 생체적합성 및 체내 활

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PEEK에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magnetron

sputtering) 기법을 이용하여 pure Ti 및 HA를 이중 코

팅하였으며, 코팅층의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 및 접

촉각 분석을 통하여 pure Ti/HA 이중 코팅층이 코팅

전에 비해 치과 및 정형외과 의료기기 적용 관점에

서 더 효과적인 표면을 가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Pure Ti/HA double layer coating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PEEK 소재는 미국재료

시험협회의 ASTM F2026[8]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생체적합성 규격인 ISO 10993[9]을 만족하는 의료

용 PEEK 소재로써, 지름 19 mm, 두께 3 mm인 디

스크 형태로 가공한 후, pure Ti와 HA 증착을 위

한 모재로 사용하였다. PEEK 표면의 균질화 및 표

면 조도의 최소화를 위해 입도 #600 ~ #4000의 SiC

(silicon carbide) 연마지로 연마한 후, 1 ~ 0.3 um

diamond slurry를 이용하여 미세 연마하여 시편 전

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Pure Ti증착은 DC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direct

current magnetron sputtering system)방법을, HA증

착은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system)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증착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1과 같다. Pure Ti 증착

은 챔버 내부 온도 100oC, 반응가스 (Ar, 7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를 이용하여

챔버 내부의 압력을 4.2×10-3 Torr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직류 전원장치는 3000 W (390 V, 7.8 A)

로 2시간 30분 동안 증착을 진행하였다. HA 증착

은 pure Ti 코팅층 위에 증착되었으며, 챔버 내 진

공을 5.0×10-6 Torr로 유지한 후 반응가스 (Ar, 15

sccm)를 이용하여 챔버 내 압력을 10×10-3 Torr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교류 전원장치는 200 W로 5

시간 30분 동안 증착을 진행하였다. Pure Ti 및 HA

코팅의 두께는 각각 2.5 μm 및 200 nm를 목표로 코

팅하였다.

Fig. 1. Schematics of magnetron sputtering system on PEEK specimen for pure Ti/HA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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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팅층 미세구조 표면분석

Pure Ti과 HA가 코팅된 PEEK의 코팅층 두께는 집

속 이온 빔 (focused ion beam; DB-FIB, MFI10,

Netherlands)을 이용하여 코팅층을 식각한 후 단면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미세구조 표면분석은 주사전자

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MFI 10, Netherlands)을 이용하였으며, 에너

지 분산형 분광분석법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MFI10, Netherlands)분석을 통하여

PEEK위에 층착된 코팅층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Pure

Ti 및 HA 코팅에 따른 표면 결정 구조 분석은 CuKα

선을 사용하는 X선 회절 분석기 (X-ray diffractometer;

XRD, D/MAX-2500, Japan)를 이용하였으며, 회절각

도 2θ = 20~80o 범위에서 측정하였다[10].

2.4 기계적 특성 분석

PEEK와 pure Ti 및 HA 코팅층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나노인덴테이션 시험 (Nano

Indenter XP, USA)를 진행하였다. 미세 압입자는

10 nm/s의 속도로 1,000 nm 깊이를 압입하였으며,

측정된 하중 및 변위 값을 이용하여 PEEK와 pure

Ti 및 HA 코팅층의 경도 (hardness) 및 탄성률

(elastic of modulus)를 계산하였다. 이때, 최소 10번

이상 반복 측정을 통하여 평균 경도와 평균 탄성률

값을 산출하였다.

2.5 접촉각 분석

PEEK에 pure Ti 및 HA 코팅에 따른 표면의 젖

음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기 (Phoenix

300 TOUCH, Korea)를 사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

였다. 이때, 접촉각은 5 μL의 증류수 방울을 PEEK

와 pure Ti 및 HA 코팅 표면에 떨어뜨려 측정하였

으며, 표면에 따라 최소 10회 이상 반복 측정을 통

하여 평균 접촉각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2. Test Specimens: (a) Non-coated disc (PEEK), (b) Pure Ti coated, (c)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Fig. 3. Surface microstructure of the coated specimen by SEM: (a) low magnified and (a-1) high magnified for Non-
coated disc (PEEK); (b)low magnified and (b-1) high magnified for pure Ti coated; (c) low magnified and (c-1) high
magnified for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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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그림 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코팅을 하지 않

은 PEEK, pure Ti 및 HA 코팅 시편 사진이다. 코

팅 전 PEEK 소재는 회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pure

Ti 코팅면에는 Ti 금속 색깔인 은색, HA 코팅면은

약간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pure Ti 및 HA 코팅에 따른 표면 분석

결과 사진이다. PEEK 표면에는 기계가공에 의하여

발생된 기공이 관찰되었으며, pure Ti 코팅면에서는

전체적으로 pure Ti가 고르게 증착된 것을 알 수 있

으며, 기공의 대부분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

HA 코팅면에서는 전체적으로 HA가 고르게 증착되

었으며, 기공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PEEK와

pure Ti/HA 코팅층을 식각한 후 SEM을 이용하여 코

팅층의 표면미세구조 및 두께를 측정한 결과이다.

Pure Ti와 HA 코팅의 두께는 각각 약 2.8 μm와

200 nm로 균일하게 증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은 코팅을 하지 않은 PEEK, pure Ti 및

pure Ti/HA 코팅면의 EDS 분석 결과 이다. PEEK

의 표면에서는 Carbon (100%) 이외의 성분은 나타

나지 않았다. Pure Ti 코팅면에서는 Ti (100%)가 검

출되었으며, 그 이외의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균질

한 pure Ti 코팅층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HA 코팅면의 표면은 Ti (80%)와 함께 Ca

(7.25%)와 P (4.33%)가 검출 되어 pure Ti 코팅면

위에 HA 코팅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HA

코팅층의 Ca/P의 비율은 약 1.67:1로써 HA 스퍼터

Fig 4. SEM Image of FIB cross-sectional cut on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PEEK.

Fig. 5. SEM micrographs and EDS analysis of the specimens: (a) Non-coated disc (PEEK), (b) Pure Ti coated, (c)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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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타겟 (sputtering target)과 동일하며, 이는 사람의

뼈의 Ca/P의 비율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11].

PEEK 소재에 pure Ti와 HA 코팅의 x선 회절

(XRD)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냈으며, 분

석은 EDS 측정 결과의 원소를 바탕으로 JCP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ure Ti 코팅층의

경우에는 35.2, 38.2, 39.9, 52.8 및 70.4o에서 (100),

(002), (101), (102) 및 (103)방향의 Ti 회절 peak를

나타내었으며[12], pure Ti 코팅 전과 후에 PEEK의

회절 peak는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pure Ti 코팅 과

정에서 PEEK 표면에 변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pure Ti/HA 코팅층의 X-선 회절 peak 결과에서

는 HA의 회절 peak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intensity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pure Ti 코팅

층의 회절 peak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HA 코팅층에 비결정질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스퍼터링 증착된 HA 코팅은 주

로 비결정질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PEEK와 pure

Ti의 강한 회절 peak보다 약한 peak를 나타내는 것

으로 사료된다[13]. HA는 결정성이 낮을수록 체내

에서 용해가 가속화 될 수 있지만[14], 열처리에 의

해 결정성은 60% ~ 97% 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13], 추가적인 열처리 공정을 통하여 HA의 결정성

을 제어한다면 임상적으로 골 유착도 증가와 같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Nano Indenter를 이용하여 PEEK, pure

Ti 코팅층 및 pure Ti/HA 코팅층의 탄성계수 (elastic

modulus; E)와 경도 (hardness; H)를 측정한 결과이

다. PEEK의 탄성계수와 경도는 각각 4.23±1.59 GPa

및 0.292±0.13 GPa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사에서 제

공한 성적서의 탄성계수인 4.24 GPa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Pure Ti와 pure Ti/HA 이중 코팅층의

Fig. 6. XRD peak of (a) Non-coated disc (PEEK), (b) Pure Ti coated, (c)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Fig. 7. Elastic modulus and hardness graph according to probe displacement into surface : (a) Pure Ti coated, (b)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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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는 각각20.77±2.33 GPa과 39.29±7.52 GPa이

며 경도는 각각 3.14±0.78 GPa과 4.18±1.23 GPa로

측정되었다.

Pure Ti와 pure Ti/HA 이중 코팅층의 탄성계수 및

경도 모두 압입 초기에 상승하였으며, 미세압입자

가 깊어질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

Pure Ti 코팅층에서는 미세 압입자의 깊이가 약

84 nm에서 가장 높은 탄성계수인 약 37±7.23 GPa

이 측정되었으며, 경도는 약 388 nm에서 가장 높

은 경도값인 약3.14±0.77 GPa이 측정되었다. 압입

초기에 탄성계수의 증가는 pure Ti 소재의 탄성계

수와 경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는 모재

인 PEEK가 코팅층인 pure Ti보다 탄성계수 및 경

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탄성계수 및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Pure Ti/HA 이중 코팅층도 pure

Ti 코팅층과 마찬가지로 미세 압입자의 깊이가 67 nm

에서 가장 높은 탄성계수 49.9±11.35 GPa으로 측

정되었으며, 경도는 약 171 nm에서 가장 높은 경도

4.2±1.2 GPa으로 측정되었다. 측정된 최대 탄성계수

및 경도값은 HA 코팅층 두께인 약 200 nm 이하에

서 나타났으므로 HA 코팅층의 탄성계수 및 경도값

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세 압입자의 깊이가

200 nm이후에서는 pure Ti 코팅층으로 HA 코팅층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계수와 경도 값으로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인체 뼈의 치밀골 (cortical bone)과 해면골

(trabecular bone)의 탄성계수는 약 21.9 ~ 14.7 GPa

로[15], 이는 Pure Ti/HA 코팅면의 탄성계수가 2 ~

2.7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밀골 (cortical

bone)과 해면골 (trabecular bone)의 경도에서도 각

각 0.94 ~ 0.5 GPa로[14], Pure Ti/HA 코팅면의 경

도보다 4.7 ~ 5.7 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를 통해 증착된 pure Ti/

HA 이중 코팅은 인체의 뼈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힘에 의해 박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는 PEEK, pure Ti 코팅면 및 pure Ti/HA

이중 코팅면에 따라 접촉각 측정 이미지 및 접촉각

을 나타내었다. 모재인 PEEK의 접촉각은 68.45±0.5o

이고, pure Ti와 HA 코팅면의 접촉각은 각각

Fig. 8. Results of elastic modulus (a) and hardness (b) by nano-indentation.

Fig. 9. Contact Angle value of (a) Non-coated disc (PEEK), (b) Pure Ti coated, (c) Pure Ti/HA double layer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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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0.1o 및 44.44±0.1o로 측정되었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법을 통하여 코팅된 pure Ti와 HA 코

팅은 모재인 PEEK 보다 높은 습윤성을 갖는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높은 습윤성은 우수한 생체적합

성을 가져오며[16], pure Ti와 HA 코팅된 PEEK 임

플란트 표면은 기존 코팅하지 않은 표면에 비해 세

포 증식 및 접착성 등의 생체 적합성이 높은 형태

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의료용 PEEK 소재에 스퍼터링을 이용

하여 pure Ti과 HA를 이중 증착하였으며, 코팅층

의 미세구조, 기계적 특성 및 접촉각을 측정하여 코

팅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를 확인 하였다. 하지만,

정형외과/치과 의료기기 적용을 위하여 코팅층의 접

착력 측정, 세포 거동 실험 및 동물 시험과 함께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생체적합성 시

험 등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형외과/치과 임플란트에서 사용되는 바이

오소재는 기계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생체적합성 또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요구

되어지는 생체적합성은 독성이 없어야하고 면역반

응에 의한 염증반응이 없어야하며, 주위의 생체조

직을 활성화 시켜 적절하게 융합되는 생체활성도

요구되어진다[17].

특히, 골밀도가 좋지 못한 소아 및 노인의 경우

에는 바이오소재의 생체활성은 더욱 더 필요한 요

소이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시스템을 사용한 pure

Ti/HA 이중 코팅층은 PEEK에 적절하게 증착되었

고 탄성계수, 경도 및 습윤성이 PEEK보다 향상된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정형외과/치과 의료기기에

적용하였을 경우 우수한 생체활성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PEEK에 마그네트론 스퍼

터링을 이용하여 생체활성 물질로 알려진 pure Ti

과 HA의 이중 코팅을 진행하였으며, 증착된 각 코

팅층의 미세구조 표면, 기계적 특성 및 습윤성 특

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FE-SEM을 통하여 PEEK의 표면에 pure Ti 및

HA가 증착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증착된 pure Ti와

HA 코팅층의 두께는 각각 2.5 μm와 200 nm로 나

타났다.

2. XRD분석 결과에서 pure Ti 코팅층에서 PEEK와

pure Ti 회절 peak가 함께 관찰되었으며, pure Ti/HA

이중 코팅층에서는 PEEK와 pure Ti 회절 peak만 관

찰되었고 HA 회절 peak가 나타나지 않았다.

3. nano-indentation을 통한 기계적 특성은 pure Ti

코팅과 pure Ti/HA 이중 코팅에 의하여 탄성계수

및 경도값이 PEEK보다 상승하였으며, pure Ti/HA

이중 코팅증이 강한 HA 소재 특성에 의하여 가장

높은 탄성계수 및 경도를 나타내었다.

4. PEEK 보다 Pure Ti과 HA 코팅층에서 접촉각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ure Ti 코팅층이

가장 낮은 접촉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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