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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스텐트(식도용, 담도용, 장용, 십이지장용, 기 지용) 재질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Nitinol wire 형상기억합

의 기계  특성 향상을 해 음  나노표면 개질(UNSM) 기술을 용하여 Nitinol wire의 상변화와 탄성 특성  표면

잔류응력 등의 변화를 연구하 으며, 탄력에 지와 부식내구성을 통한 스텐트의 수명 연장방법을 연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Nitinol wire는 ø1.778 mm로 UNSM 처리 후의 표면거칠기 값은 Ra=0.092μm와 Ra=0.093μm로 비슷

하 지만, 기시편에서는 미세결함과 인발가공 흔 이 확연히 찰되었으나, UNSM 후에는 인발가공 흔 과 미세 표면

결함은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다. 한 잔류응력 측정 결과, 기 시험편에는 +3.65 MPa 으나 UNSM 처리 후에는 −4.09 
MPa로 확인되었으며, XRD를 통한 결정구조 분석 결과 42.28o에서 기보다 약한 (110) 오스테나이트 피크가 찰되었으

며, 신 (020), (1 1 1), 그리고 (021) 피크가 명확히 Martensite (B19' Monoclinic lattices) 구조로 확인되었고, (300)의 R상

(Rhombohedral lattices)에 한 추가 피크가 미비하게 찰되었다. 탄성변형에 따른 에 지 흡수력과 하  제거에 따른 

에 지의 회복력인 탄력계수(modulus of resilience) Ur은 단 체 당 변형률 에 지로 4.31 MJ/m3에서 5.85 MJ/m3로 증가

하 다. 이와 같이 표면결함 제거와 인장응력을 압축응력으로 재편성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생체 합성과 더불어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구수명 향상을 실용화할 수 있는 표면개질 장치가 개발

된다면, 재 한국인 사망원인 1 인 순환계 질환(심근경색, 뇌졸  등)에 사용되는 계통의 스텐트 개발에도 응용개

발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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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텐트란 인체 내  는 비  내강이 암이나 종양, 

기타 요인 등에 의하여 좁 지거나 막힐 경우, 내강의 개통

을 목 으로 설치되어지는 의료장치이며, 재질에 따라 

속 스텐트와 튜  스텐트로 구분되며, 속 스텐트는 팽창

방법에 따라 자가팽창형과 풍선팽창형으로, 제조방법에 따

라 세선형(wire construction type)과 튜 형(slotted tube type)

으로, 피막유무에 따라 covered 스텐트와 non-covered 스텐

트로 구분되어진다. 스텐트의 성능은 크게 radial force, 

shortening, anti-migration, 방사선 불투과성, 유연성, 회복력, 

삽입기구의 굵기  삽입 용이성 등의 항목으로 평가된다. 

속 스텐트의 재질로는 스테인 스 스틸(stainless steel), 

나이티놀(Nitinol), 탄탈륨(tantalum), 코발트 합 (cobalt al-

loy) 등이 많이 쓰이고 있고, 개통기간(patency period)이 길

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이다. 튜  스텐트는 폴리우 탄, 

폴리에틸 ,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스테인 스 등의 

재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형태에 따라 straight형, pig- 

tail형, double pig-tail형 등이 있다. 재 임상의에 따르면 

착환자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스텐트의 수명연장이 강

력히 요구되어 있어 산업 장에서 스텐트 개선  보강을 

한 많은 활동이 개되고 있다. 특히 비  스텐트(식도

용, 담도용, 장용, 십이지장용, 기 지용) 재질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Nitinol wire 형상기억합 은 공 자 주도

에 의해 품질과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Wire로 제

작된 스텐트가 충분한 내구수명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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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portance of surface modi-

fication to be applied to Nitinol 

alloys [Dr. Roy Greenberg].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netting 형상과 wire 고리  가닥

수를 충분하고도 특별하게 개발하고 있으나 원가가 높아질 

뿐 아니라 시술 시에도 좀 더 세 한 작업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으로 환자(고객)의 비용과 수입은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Nitinol wire 형상기억합 은 FDA에서 

인증 받은 소재로서, 피로  부식 항성과 큰 변형률에 

한 형상회복 특성이 가장 뛰어난 합 으로 결정구조가 오

스테나이트상과 R상, 그리고 마르텐사이트상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모상인 오스테나이트 상은 B2의 Cubic latti-

ces 구조이고, R상은 Rhombohedral lattices 구조이며, 마르

텐사이트 상은 B19의 Orthorhombic lattices 구조를 이루고 

있다.1) 인체에 삽입되는 스텐트는 Fig. 1과 같이 피로내구

성이 요한 연구 분야로서, 주요 인자는 소재의 순도와 고

유 디자인 외 표면 품질에 있으며, 생체역학(Axial compre-

ssion, bending, torsion radial forces)의 복합 인 피로수명에 

한 요도에 따라 재 세계 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2) 이  표면처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재 Nitinol wire의 피로수명 향상을 해 응용되고 있는 

표면처리로는 electropolishing, grinding 등이 있으며, 피로수

명을 평가하기 하여 rotating beam fatigue tester 등 다양한 

하   변형에 한 시험법이 개발되어 진행 에 있다.3) 

  Nitinol wire로 제작된 스텐트의 가장 큰 문제   하나

가 Netting 후 와이어간의 으로 인한 손으로 구조개

선과 더불어 Fretting wear  Stress corrosion cracking에 

한 연구의 필요성도 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피로, 마

모  부식으로 인한 손의 문제   가장 큰 향을 주

는 인자는 표면품질로서 표면거칠기 값과 함께 표면의 결

함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표면거칠

기  경도의 향상과 표면결함 제거뿐 아니라 wire 가공시 

발생되는 인장잔류응력을 압축잔류응력으로 바꾸어야 한

다. 이와 련한 기존 방법으로는 micro blasting, deep roll-

ing 등 소성변형을 주면서 압축잔류응력을 부가하는 기술

이 있으나 ø1.778 mm wire에 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있

으며, electropolishing  grinding 방법은 표면거칠기 향상 

 결함제거일 뿐 피로수명에 큰 향을 주는 압축잔류응

력 부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 로 음

 나노표면 개질(Ultrasonic Nano crystalline Surface Modifi-

cation) 처리 기술을 용하여 일반 인 Nitinol wire의 상변

화와 탄성 특성  표면잔류응력의 변화를 연구하 으

며, 탄력에 지와 부식내구성을 통한 피로수명의 향상을 

지 까지 발표된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비  스텐트 

재질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Nitinol wire의 음  나

노표면 개질을 통한 스텐트의 수명 연장방법을 연구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재 료 

  본 연구에 사용된 Nitinol wire는 ø1.778 mm로 비 용 

스텐트에 사용되는 선재이며, EPMA (Electron Probe X-ray 

Micro Analyzer) 장비를 활용하여 정량 으로 성분을 분석

한 결과 Ti-51.0wt% Ni이었으며, XRD 분석을 통해 얻은 기

본 인 결정구조는 cubic lattices의 오스테나이트상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Nitinol wire의 

물리 /기계  특성값과 합 성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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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as-drawn Nitinol wire.

Physical & mechanical properties

Crystal structure

Melting point (oC)

Density (g/cm3)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ngth (MPa)

Upper plateau stress (MPa)

Austenite (B2)

1,310

6.45

14.1

348.5

395.0

Compositions

Nickel

Titanium

51wt.%

Balance

Fig. 2. UNSM mechanism for inducing severe plastic defor-

mation.

2. 음  나노표면 개질 기술(Ultrasonic Nano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본 기술은 기  에 지를 압 소자인 음  진동자

(PZT)를 이용하여 기계  진동 에 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동 horn을 통한 탄성진동  달  증폭시킨 진

동에 지를 속표면에 물리  변화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기반으로, 고주 형인 20 kHz 의 볼트조임 랑즈뱅형 진동

자(BLT)이며, Nitinol wire 시험편의 표면과 직  이 되

는 horn 부분에 진폭분배가 최 치로 왕복이송이 LM 가이

드를 따라 지지되는 형태이다. 음  진동에 지를 응용

하여 아주 큰 정   동  하 을 부가하는 장치로서, 일

에 20,000번 진동에 지를 속의 표면에 직  진동 타

격을 가하여 SPD (Severe Plastic Deformation)를 발생시키

고, 이로 인해 표층부의 조직을 나노결정 조직으로 개질함

과 동시에 크고 깊은 압축잔류응력을 부가하는 기술이다. 

기본 으로 본 Nitinol wire에 용된 가공기구는 Fig.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최 의 가공 조건 설정은 기존 연

구 결과를 토 로 Nitinol wire에 한 다양한 조건에서 시

험한 결과 2,500 W 발진출력의 최소 10%인 진폭 12μm로 

실험조건을 선정하 다.4-6) 여기서 체 타격 힘(F)은 정

하 (Pst)과 동 하 (Psin2πft)의 합이며, 장비의 왕복속도

와 처리시간에 따라 시편에 가해지는 에 지가 달라진다. 

3. 실험방법

  1) 표면거칠기  표면형상 분석: 표면거칠기 분석을 

하여 이져 공촛  스 장비(Confocal laser scan measur-

ing)를 이용하 으며, 체 Mapping을 통한 평균 거칠기값

을 측정하 다. 한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

scopy)을 통해 표면의 형상을 찰하 다. 

  2) 표면 결정구조  잔류응력 분석: 표면 결정구조와 동

시에 표면잔류응력과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을 측정하기 하여 XRD (Cu K-alpha, 40 kV, 40 mA)를 

용하 으며, 상변태 결정구조는 X선 회  정성분석으로 

JCPDS (Joint Committee of Powder Diffraction Standards)에 

근거한 분석과, 잔류응력값과 FWHM을 계산하기 해 

Poisson's Ratio=0.32, Young's Modulus는 측정시험편의 탄

성 인장응력 vs. 변형 선도에서 도출된 14.1 GPa과 UNSM 

처리 후 11.7 GPa를 입력하 다. 

  3) 탄성 인장응력 변형 분석: Fig. 3과 같이 Nitinol wire

에 맞는 정  하  분석 장비(Universal Testing Machine - 

RB Model 302 Micro Load)를 활용하 으며, wire holding 

지그는 고안된 몰드를 사용하 고, 탄성 거동을 평가하

기 하여 6% 변형률 Upper reverse point에서 5  동안 유

지 후 변형률을 감소시켰다. 

  4) 부식 시험: 활성태- 부동태 역의 부식 내구성 평가

를 하여 염수용액 pH 7.4, 온도 37oC의 셀을 만들어 po-

tential static (Gamry 100)을 이용하여 정 법(potenti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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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iversal testing machine for superelasticity evaluation.

Fig. 4. Confocal laser scan measuring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of Nitinol wire. (a) As-drawn (Ra=0.092μm), (b) UNSM (Ra= 

0.093μm).

Table 2. XRD results of surface stress and FWHM of Nitinol 

wire.

As-drawn UNSM

Residual Stress [MPa]

FWHM [deg.]

＋3.65 : Tensile

2.50

−4.09 : Compressive 

5.48

으로 측정하 으며, 부식 내구성의 평가를 통한 부동태 피

막의 불안정성에 하여 분석하 다. 

결      과

1. 표면 거칠기  표면형상 분석결과

  Fig. 4는 UNSM 처리 후의 표면 이미지와 거칠기 값으

로 기의 시편에는 미세결함과 인발가공 흔 이 확연히 

찰되었으며, 표면거칠기 값은 Ra=0.092μm로 측정되었

다. 반면 UNSM 후에는 인발가공 흔 과 미세 표면결함은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으나 기에 자체 으로 생성되어 있

었던 큰 결함들은 그 로 남아있음을 확인하 으며, 표면

거칠기 값은 기값과 거의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추가로 

자 미경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Fig. 5) 마찬가지로 인발

가공과 미세결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표면형상이 UNSM 가

공 에 생기는 압축 가공된 흔 들을 찰할 수 있었다. 

2. XRD 표면 결정구조  잔류응력 분석 결과

  잔류응력 측정 결과 Table 2와 같이 기시험편에는 인

장 3.65 MPa, UNSM 후에는 압축 4.09 MPa로 확인되었으

며, UNSM 처리 후에 약 7.74 MPa의 잔류응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가공 경화량의 특성 값으로 FWHM 값

을 확인한 결과 기값은 2.50, UNSM 후는 5.48로 약 두 

배 정도 높게 분석되었다. 

  UNSM 가공 후에 표면의 상변태에 한 결정구조 분석

을 수행한 결과 Fig. 6과 같이 찰되었다. 기상태에 비

해 UNSM 후에 체 으로 회 선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42o 부근에서 추가 상변태가 일어난 것을 확

인하 다. 이 결과값을 JCPDS (Joint Committee on Powder 

Diffraction Standards)와 련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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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Nitinol wire. (a) As-drawn, (b) UNSM.

Fig. 6. Typical X-ray diffraction spectra of Nitinol wire.

42.28°에서 기보다 약한 (110) 오스테나이트 피크가 찰

되었으며, 신 (020), (1 1 1), 그리고 (021) 피크가 명확히 

Martensite (B19' Monoclinic lattices) 구조로 확인되었다. 그

리고 (300)의 R상(Rhombohedral lattices)에 한 피크가 추

가로 미비하게 찰되었다.
7)

3. 탄성 인장응력 변형 분석

  Fig. 7은 형 인 형상기억합 의 탄성 거동 인장특성

으로, 기 시험편의 single variant의 마르텐사이트가 형성

되는 Upper plateau stress는 395 MPa, Lower plateau stress는 

194 MPa이며, UNSM 후는 각각 469 MPa, 172 MPa로 기 

시험편보다 UPS값은 74 MPa 높았으나 LPS값은 22 MPa 

낮게 찰되었다. 한 UNSM 처리 후의 두드러진 변화는 

B2에서 B19'로 변태시 UPS, LPS 선도가 불안정한 serration

거동을 보임을 확인하 다. Fig. 8은 오스테나이트 상과 R

상 공존구간인 탄성구간의 Young's Modulus값을 비교한 결

과 14.1 GPa에서 11.7 GPa로 기 시편보다 UNSM 처리 후

에 3.4 GPa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항복강도 값은 

348.53 MPa에서 369.84 MPa로 향상되었다.

4. 부식 시험

  Fig. 9는 활성태- 부동태 역의 선도로서 UNSM 가공 

후(b)에 기 부식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기 시험편

(a)에는 UNSM 후에 비해 부동태 범 에서 부동태가 

히 나타나지 않고 이온화가 지속 으로 활성화되고 있

으며, 부동태 피막이 괴되는 부식 값이 낮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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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perelasticity plots of Nitinol wire tested to 6% strain.

Fig. 8. Modulus of resilience of Nitinol wire.

Fig. 9. Polarization curves of Nitinol wire before and after 

UNSM in salt solution (pH7.4) at 37oC. (a) As-drawn, (b) UNSM.

하 다. 

고      찰

  피로 손은 가공시 수반되는 표면결함과 더불어 인장잔

류응력에 의한 것이 외부 응력에 의한 것보다 문제 이 많

은 것으로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5,8-11) 따라

서 표면의 결함  인발흔 이나 Ni 용출, 불순물과 이물질

이 없어야하며, 인장응력이 압축응력으로 재편성되어야 한

다. 이에 UNSM 처리 후에 부분 표면결함들이 제거됨과 

동시에 XRD 분석 결과 균일한 스트 인을 받아 결정이 압

축잔류응력으로 재편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회

선이 넓어지는 것은 결정립 미세화나 결정립 내의 불균일

한 스트 인에 의한 것으로, 이 값은 상기 FWHM값에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한 최근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R상이 피로 항에 강한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이

는 R상은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상의 간상으로 

조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실질 인 용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재 R상이 B19' 마르텐사이트 상과 비교했을 때 피로 항

에 강한 것으로 밝 지고 있다. 이는 작은 격자 변형에 기

인한 것으로 변태 온도와 변형에 있어서 더 안정 인 것으

로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작은 인장변형 구간 

즉, Nitinol wire의 경우 0.4∼1.0% 구간에서 응력 유기된 R

상의 존재에 의하여 회  빔 피로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밝 졌다.13) 이 근거는 탄성 역에서 소성으로 바 는 

on-set부의 지연과 탄성계수의 감소, 항복응력 값의 변 의 

증가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에 UNSM 가공 후에는 탄성

계수가 2.4 GPa 감소하 고, 항복 응력값은 21.31 MPa 증

가하 으며, 2.54%에서 2.83%로 인장변형률은 증가하 다. 

주어진 결과 값과 련하여 탄성변형에 따른 에 지 흡수

력과 하  제거에 따른 에 지의 회복력이 탄력(resilience)

으로서, 탄력계수(modulus of resilience) Ur은 단 체 당 변

형률 에 지로 음  나노표면개질 처리 후 4.31 MJ/m3에

서 5.85 MJ/m3로 증가하 으며, 이 결과 값은 탄성  피

로특성과 련하여 요한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탄성계

수가 낮고, 항복응력 값이 클수록 외부응력에 한 에 지 

흡수력이 커서 피로수명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

는 Table 3과 같다.14)

  

  



 




  하지만 체 인 결정구조 분석과 탄성 거동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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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dulus of resilience of Nitinol wire.

Young's 

modulus

E

Yield 

strength

σy

Modulus of 

resilience

Ur

As-drawn

UNSM

14.1 GPa

11.7 GPa

348.53 MPa

369.84 MPa

4.31 MJ/m
3

5.85 MJ/m
3

분석할 때 UNSM 가공 후 미소한 R상과 더불어 마르텐사

이트상(B19')으로 변태되면서 UPS, LPS 값이 불안정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실질 인 반복피로의 변 구간이 

약 1%이내지만, 체 인 탄성 거동 선도를 유지하면서 

R상의 효과만을 극 화할 수 있도록 UNSM 가공 최  공

정을 선정하여야 하며, 정 한 XRD 분석과 DSC 분석을 

통하여 상변태에 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 

  한 Nitinol wire의 경우 netting 후 형상기억을 한 열

처리 수행시 TiO2 피막층이 형성되는데, 부동태 피막의 불

연속 괴는 여러 가지 형태의 표면불연속에 의해 개시된

다. 특히 표면의 결함  손상은 공정과정에서 나오는 침

물에 의하거나 인발 흔 에 의한 것으로 부식내구성 시험

결과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공식이 발생하는 시간이 

더욱 빨라지게 되며, 공식 의 값은 더욱 증가하게 된

다. 한 공식 내부의 양극반응은 외부의 부동태 음극표면

과 갈바닉 을 이룸으로써 더욱 진되어진다.15) 실제로 

비 용 스텐트는 제조되어 인체에 삽입될 경우 wire간의 

Fretting wear와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활성 역에서 부동태 역으로 

바꾸어지는 역 즉, 부동태 피막을 완 히 생성하지 아니

한 역에서 응력부식균열이 주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

기 해서는 표면결함 제거와 인장응력을 압축응력으로 재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사료되며, 본 연구의 기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가속

피로시험 평가장치를 개발하여 수명평가를 통한 최 공정

을 개발하여야 한다. 

결      론

  비  스텐트(식도용, 담도용, 장용, 십이지장용, 기

지용) 재질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Nitinol wire 형상기

억합 의 기계  특성 향상을 한 방법으로, 음  나노

표면 개질(UNSM) 기술을 용하여 Nitinol wire의 상변화

와 탄성 특성  표면잔류응력 등의 변화를 연구하 으

며, 탄력에 지와 부식내구성을 통한 스텐트의 수명 연장

방법을 제시하 다. 그 결과 기시편에서는 미세결함과 

인발가공 흔 이 확연히 찰되었으나, UNSM 후에는 인

발가공 흔 과 미세 표면결함은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표면결함 제거와 인장응력을 압축응력으로 재편성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생체 합성과 더불어 내부식성, 내마모성  내

구수명 향상을 실용화할 수 있는 표면 개질 장치가 개발된

다면, 재 한국인 사망원인 1 인 순환계 질환(심근경색, 

뇌졸  등)에 사용되는 계통의 스텐트 개발에도 응용 

개발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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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Ultrasonic Nano Crystal Surface Modification into Nitinol 
Stent Wire to Improve Mechanical Characteristics 

Sang-Ho Kim*, Tae-Suk Suh*, Chang-Soon Lee†, In-Gyu Park†, In-Sik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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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ransformation, superelastic characteristics and variation of surface residual stress were studied for Nitinol 

shape memory alloy through application of UNSM technology, and life extension methods of stent were also 

studied by using elastic resilience and corrosion resistance. Nitinol wire of ø1.778 mm showed similar surface 

roughness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but drawing traces and micro defects were all removed by UNSM 

treatment. It also changed the surface residual stress from tensile to compressive values, and XRD result showed 

less intensive austenite peak and clear martensite and additional R-phase peaks after UNSM treatment. Fatigue 

resistance could be greatly improved through removal of surface defects and rearrangement of surface residual 

stress from tensile to compressive state, and development of surface modification system to improve not only 

bio-compatability but also resistance to corrosion and wear will make it possible to develop vascular stent which 

can be used for circulating system diseases which run first cause of death of recent Koreans.

Key Words: Stent, Nitinol wire, Ultrasonic nano 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