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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ofTiN CoatingonPittingCorrosionBehaviorof
ImplantFabricatedwithCp-TiandTi-6Al-4V

PureTiandTi-6Al-4V alloyswidelyusedasdentalimplantmaterialsbecause
ofitssuitablemechanicalpropertiesandexcellentbiocompatibility.Thelatteris
mainlyduetoitsexcellentcorrosionbehaviorintheclinicalenvironment.The
first factor to decide the success of dental implantation is sufficient
osseointegrationandhighcorrosionresistancebetweenonimplantfixtureandits
surroundingbonetissue.Thusmanystudiesaboutthishavebeenunderactively.
Inthisstudy,inordertoincreasecorrosionresistanceandbiocompatibilityof
dentalimplant,pureTiandTi-6Al-4V alloywasfabricatedandthensurfaceof
manufacturedalloy wascoatedwithTiN using arcion plating method.The
electrochemicalbehaviorofTiN coateddentalimplantfixturewereinvestigated
usingvariouselectrochemicalmethods.

Theseresultsareasfollows:

1.AFM surfacemorphologyofnon-coatedfixtureshowedlowerroughnessthan
thatofTiN coatedimplantfixture.ThestructureofTiN coatedlayershowed
thecolumnarstructure.

2.ThepittingpotentialoftheTiNcoatedimplantfixtureiscomparativelyhigher
thanthatofnon-coatedimplant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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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hepassivationcurrentdensityofTiN coatedimplantfixturewassmaller
thanthatofthenon-coatedimplantfixturein0.9% NaClsolution,indicatingthe
good protective effectresulting from more compactand homogeneous layer
formation.

4.Inthecaseofnon-coatedimplantfixture,pittingcorrosionshowedapparently
increstandrootofscrew,butinthecaseofTiNcoatedimplantfixture,pitdid
notappearedincrestandrootofscrew.
.

Therefore,thepitwhichactasiteoffatiguefracturenucleinumberdecreasedin
crestandrootofscrew.Consequently,itwasconcludedthatscrew crestand
rootofTiN coated dentalimplantfixtureshowed agood pitting resistance
comparedwith non-coatedimplantfixture.Thereforeitmightbepossibleto
prolongthefatiguefracturelifeofdentalimplant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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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체용 금속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첫째로 독성이나 발암성이 없고
부작용이나 인체거부반응이 없는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재료여야 하고,둘째
는 인장강도,탄성률,내마모성,피로강도 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해야하며,셋
째는 인체 내의 혹독한 부식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내부식성을 갖추
어야 한다.
기존의 생체재료로서는 스테인리스 강,Co-Cr합금,Ti및 Ti합금이 사용
되고 있으며 특히 Ti와 Ti합금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여 최근에는 대표적
인 생체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수한 내식성과 생체적합성을 가진 Ti과 Ti합금은 Ti표면에 부동태피막

(Oxidefilm)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이 부동태피막은 매우 강하고,피막
이 파괴 되었을 때는 쉽게 재생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강보다 더 좋은 내식
성을 발휘한다.또한 균일부식(General corrosion)에 강함은 물론 공색
(Pitting),침식(Erosion),응력부식균열(StresscorrosionCracking)에 대하여
도 매우 뛰어난 저항력을 갖고 있다.
Ti의 부동태 피막은 안정한 나노단위 두께의 TiO2막을 표면에 형성함으로
써 생체적합성과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TiO2막의 파괴로 인하여 생체재료의
기능을 쉽게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낮은 마찰계수와 낮은 마모저항에
따른 성질 때문에 표면 강도와 마모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표면처리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
다.이러한 표면 처리기술을 통하여 재료 표면에 여러 가지 물질을 코팅하여
재료의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표면 처리에는 CVD(chemicalvapor deposition)과 PVD(physicalvapor
doeposion)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CVD법은 피복하고자 하는 물질을 화
학적 방법에 의해 기화․반응․분해 등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PVD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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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려는 것을 진공 내에서 그대로 증발시켜서 소재에 응결시키면서 도금하
는 방법이다.PVD방법 중 Arcionplating방법은 높은 증착 속도,기판 온
도 감소,산업적 규모의 공정으로 변환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TiN의 특징은 모두 8개의 원자가 단위 격자를 형성하는 NaCl형의 면심 입
방 격자(FaceCenteredCubic)를 이루며 TiN과 결합하는 N은 공유결합형태
의 금속-비금속 혼성 결합을 이루고 있어 높은 경도값과 취성을 가진다고 보
고되어 있다.TiN은 N의 조성비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 화합물을 형성하며
그 조성비에 따라 격자 상수 및 경도값이 크게 달라진다.TiN화합물에서는
많은 공격자점(Vacancy)이 존재하여 N/Ti의 비가 0.5∼1사이의 값을 가지는
데 N/Ti의 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며 TiN 1.0일 때 최고의 경도를
가진다.또한 우수한 내마모성,인성 및 고온안정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PVD 방법을 통하여 TiN과 같은 코팅하는 경우 높은 경도,낮은 마찰계수

및 마모저항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을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p-Ti와 Ti-6Al-4V합금으로 제조된 임플란트 표면에 생체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Arcionplating 방법으로
TiN을 코팅한 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부식거동을 조사하였다.



- 3 -

Ⅱ.연구재료 및 방법
  

A. A. A. A. 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연구재료

Cp-Ti와 Ti-6Al-4V 합금은 진공 아크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진공아크
로를 이용하여 준비된 시편은 내부의 응력제거와 가공조직을 회복하고 재결
정 시키기 위하여 1050℃에서 24시간동안 균질화를 위하여 열처리를 하고 12
㎜ 두께로 압연을 한 후 선반을 이용하여 임플란트로 제작하였다(Table1).

Table1.Chemicalcompositionofimplantusedinthisstudy
                                            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composition

                                                                (wt%)(wt%)(wt%)(wt%)

                samplesamplesamplesample

    TiTiTiTi     AlAlAlAl     VVVV     CCCC     FeFeFeFe     OOOO2222         NNNN2222         HHHH2222

Cp-TiCp-TiCp-TiCp-Ti 99.799.799.799.7 ---- ---- ---- 0.120.120.120.12 0.160.160.160.16 0.0040.0040.0040.004 0.00190.00190.00190.0019

Ti-6Al-4VTi-6Al-4VTi-6Al-4VTi-6Al-4V 89.6289.6289.6289.62 6.16.16.16.1 4.04.04.04.0 0.0040.0040.0040.004 0.160.160.160.16 0.1060.1060.1060.106 0.0080.0080.0080.008 0.00220.00220.00220.0022

B. B. B. B.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Cp-Ti와 Ti-6Al-4V 합금으로 제조된 임플란트는 코팅하지 않는 시편과
TiN을 코팅한 시편을 준비하였다.(Fig.1)
Arcionplating방법을 이용한 TiN 코팅 방법은 먼저 코팅하기 전에 챔버
내 분위기를 1×10-5 torr까지 고진공으로 만들 후 타겟(99.9958% Ti,
Williamsadvancedmaterials)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20분
동안 사전공정을 실시하였다.TiN을 코팅하기 위하여 챔버내에 50sccm의 질
소가스를 주입하여 코팅하였다.Arcionplating방법으로 TiN을 코팅한 조
건은 Table2에 도표화하였다.표면미세구조 및 코팅막의 관찰은 FE-SEM과
AFM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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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hecoatingconditionofsample

ConditionConditionConditionCondition

Base Base Base Base pressure(torr)pressure(torr)pressure(torr)pressure(torr) 1111××××11110000
-5-5-5-5

Working Working Working Working pressure(torr)pressure(torr)pressure(torr)pressure(torr) 7777....5555××××11110000
-3-3-3-3

Power(W)Power(W)Power(W)Power(W) 3600360036003600

Time(min)Time(min)Time(min)Time(min) 120120120120

Temperature(Temperature(Temperature(Temperature(℃℃℃℃)))) 300300300300

NNNN2222    gas(sccm)gas(sccm)gas(sccm)gas(sccm) 50505050

각 시편의 부식거동은 potentiostat(Model263A,EG&G Princetonapplied
Research,Princeton,NJ,USA)를 이용하여 구강 내 환경과 유사한 36.5±1℃
의 0.9%NaCl에서 실시하였다(Table3).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은 potentiodynamic,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으로 조사하였고 부식이 끝난 시편의 부식표면은 FE-SEM을 사
용하여 조사하였다.

Table3.Thecorrosionconditionofsample

Condition
Solution 0.9% NaCl

Workingelectrode samples
Counterelectrode Highdensecarbon
Referenceelectrode KCl(SCE)

Scanrate 1.66mV/s
Temp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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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성적

Fig.1.은 SEM과 EDX를 통하여 Cp-Ti와 Ti-6Al-4V 합금을 이용하여 제
작한 임플란트와 TiN을 임플란트 표면에 코팅한 표면의 미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Cp-Ti와 Ti-6Al-4V 합금으로 제작한 임플란트와 arcionplating방법으로
TiN을 코팅한 표면거칠기의 값은 Fig.2.와 Table4와 같다.평균거칠기(RMS)
값은 AFM(atomicforcemicroscope)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TiN을 임플란
트 표면에 코팅한 경우가 코팅하지 않은 임플란트보다 낮은 평균 거칠기를
보였다.

Table4.SurfaceroughnessofTialloy

  non-coatedimplantfixture TiN coatedimplantfixture

RMS
pureTi Ti-6Al-4V pureTi Ti-6Al-4V

26.622nm 16.371nm 10.645nm 16.524nm

구강 내 환경과 비슷한 37.5℃의 0.9%NaCl전해액에서 동전위 분극실험을
한 결과 Fig.3.의 분극곡선을 통하여 Ecorr,Epit및 Ipass값을 얻을 수 있었다.
코팅하지 않은 임플란트에서는 코팅한 시편보다 높은 Ecorr값을 나타냈다.
Epit값은 코팅한 임플란트와 코팅하지 않은 임플란트는 비슷한 값을 나타냈
지만 Ipass값은 TiN을 코팅한 임플란트에서 낮은 부동태 전류 밀도값을 얻었
다(Table5).
동전위 분극실험 후 임플란트 나사 부분 표면의 미세구조를 SEM과 EDX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다(Fig.4.).부식실험 후 Cp-Ti와 TiN을 코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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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i임플란트의 SEM 사진을 비교해 보면 TiN을 코팅한 임플란트의 표
면에서 부식이 덜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Fig.4.의 (a)와 (c)).또한
Ti-6Al-4V와 TiN을 코팅한 Ti-6Al-4V 임플란란트의 부식 실험 후 임플란
트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d)의 임플란트의 표면이 심한 부식이 된
것 같지만 EDX 분석결과 부식 실험 후 표면에 남아있는 NaCl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4.의 (b)와 (d)).

Table5.Corrosionpotential(Ecorr),pittingpotential(Epit),passivation
currentdensity(Ipass)ofpureTiandTi-6Al-4Valloyafter
anodicpolarizationtestin0.9% NaClsolutionat36.5±1℃.

  non-coatedalloy TiNcoatedalloy
  pureTi Ti-6Al-4V pureTi Ti-6Al-4V

Ecorr(mV) -113 -84 -460 -468
Epit(mV) 1400 1240 1360 1310
Ipass(A) 1.6×10-5 2.2×10-5 1.81×10-6 2.4×10-6

준비된 임플란트의 공식에 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환분극 실험을
하였다(Fig.5.).순환분극 실험 결과 TiN을 코팅한 임플란트에서 약 200mV
높은 Epit값과 Erep값을 얻을 수 있었다(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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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Pittingpotential(Epit),repassivationcurrentdensity(Irep)of
implantfixtureaftercyclicpolarizationtestin0.9% NaCl
solutionat36.5±1℃.

  non-coatedimplantfixture TiN coatedimplantfixture
  pureTi Ti-6Al-4V pureTi Ti-6Al-4V

Epit(mV) 1170 1250 1400 1400
Erep(mV) 1200 1340 1430 1430

│Epit– Erep│ 30 9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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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c)c)c)c) ((((d)d)d)d)

Fig.1.SEM micrographsofimplantfixture.(a)pureTi, (b)Ti-6Al-V,
(c)TiN coatedpureTiand (d)TiNcoated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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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c)c)c)c) ((((d)d)d)d)

((((a)a)a)a) ((((b)b)b)b)

((((c)c)c)c) ((((d)d)d)d)

 

Fig.2. AFM showingpureTi(a),Ti-6Al-V(b),TiN coatedpureTi(c)
andTiNcoatedTi-6Al-4V(d)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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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AnodicpolarizationcurvesofpureTiandTi-6Al-4V alloyafter
potentiodynamictestin0.9% NaClsolutionat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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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b)b)b)b)

((((c)c)c)c) ((((d)d)d)d)

Fig.4. SEM micrographs showing corrosion morphology ofimplant
fixtureafterpotentiodynamictestin0.9% NaClsolutionat36.5±1℃. (a)
pureTi, (b)Ti-6Al-V,(c)TiN coatedpureTiand (d)TiN coated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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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yclic polarization curves of implant fixture after cyclic
potentiodynamictestin0.9% NaClsolutionat36.5±1℃.



- 12 -

Ⅳ. 총괄 및 고안

최근 많은 종류의 치과용 임플란트가 Ti과 Ti합금으로 제작을 한다.이러
한 이유는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기계적인 성질을 고려해 볼 때 Ti과 Ti합금
은 가장 적합한 재료이다.또한 우수한 내식성과 생체조직과의 친화성이 매
우 우수하다(A.K.Shukla등 2005).
치과용 임플란트의 표면처리는 골유착,내식성 향상,치조골과의 적합성 등
을 향상시키기 여러 가지 표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M.A.M.Silva등 :
2005).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과용 임플란트는 CpTi와 Ti-6Al-4V와
같은 Ti를 기본으로 하는 합금으로 제작을 많이 한다(C.B.Johansson등
1998).Ti와 Ti합금의 생체불활성적인 성질은 Ti표면에서 2～5㎚의 TiO2
산화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C.AlvesJr등 2005).TiO2산화막은 내식성과
생체적합성을 향상시키지만 막의 파괴로 인한 생체재료의 기능을 쉽게 상실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TiN과 같은 코팅하는 경우 높은 경도,낮은 마찰계수 및 마모저항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우수한 기계적 성질과 내식성을 가진 특징
을 가지고 있는 TiN은 화학적인 안정성 및 생체적합성이 우수하다(J.Park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생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Cp-Ti와 Ti-6Al-4V 합금을 임플
란트로 제작하였고 Arcionplating방법으로 TiN을 표면에 증착하였다.
SEM을 통하여 임플란트의 표면의 미세구조를 분석한 결과 가공 공정에 따
른 표면의 거칠기가 존재하였다.AFM(atomicforcemicroscope)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조사한 결과 평균 표면 거칠기 값(RMS)을 비교해보면 Cp-Ti
값은 약 16㎚의 차이가 보여서 거칠기가 감소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
러나 Ti-6Al-4V의 경우 유사한 값이 보였다.이는 가공 공정에 따른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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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실험을 통하여 TiN을 코팅한 임플란트가 코팅하지 않은 임플란트보다
표면의 거칠기가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p-Ti와 Ti-6Al-4V 합금의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강 내 환경과 비
슷한 36.5±1℃의 0.9%NaCl전해액에서 부식 거동을 조사하였다.동전위 분극
실험을 한 결과 구강 내 전위 ±250mV의 구역에서 TiN을 코팅한 임플란트의
내식성이 우수하였고 TiN을 코팅한 경우 낮은 전류밀도 값을 보여 내식성이
향상되었다.또한 순환분극 실험을 통하여 공식을 조사한 결과 TiN을 코팅한
경우 코팅하지 않는 임플란트에 비해 1400㎷의 높은 공식 전위(Epit)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는 TiN을 임플란트 표면에 코팅시킴으로써 안정한 보호피막이
형성하여 생체적합성과 내식성을 크게 향상 시킨다.또한 TiN을 코팅한 임플
란트의 부동태 전류 밀도는 코팅하지 않은 임플란트보다 낮은 결과를 얻었
다.이것은 안정한 TiN의 안정한 막이 우수한 보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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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Cp-Ti와 Ti-6Al-4V 합금으로 제조된 임플란트에 arcionplating방법으로
TiN을 코팅한 후 부식거동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AFM으로 표면을 분석한 결과 TiN을 코팅한 경우 코팅하지 않은 시편보
다 표면의 거칠기가 감소하였다.

2.TiN을 코팅한 경우 공식전위가 코팅하지 않은 시편보다 높게 나타났다.

3.0.9%NaCl전해액에서 TiN을 코팅한 시편은 코팅하지 않는 시편보다 부동
태 전류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4.TiN을 코팅한 시편의 경우에는 공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코팅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에는 공식이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TiN을 코팅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코팅하지 않는 시편보다 우수
한 공식저항을 나타냈다.그러므로 TiN을 코팅한 경우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
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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