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생체 금속(임플란트) 표면처리 방식은 샌드블라스팅, 
산 에칭 등의 공정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미터 수준 
거칠기를 표면에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음.

최근 나노 수준의 미세 표면 구조가 체세포의 부착, 증식, 분화, 사멸
등 전반적인 세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음.

독일 LKO에서 양극산화를 통한 나노튜브를 형성하여 생체적합성을
극대화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나노튜브 자체가 쉽게 부스러질 수 있고 
양극산화시에 불순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KERI에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ENF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초미세 나노기공과 나노패턴 딤플을 표면에 제공하여 
생체적합성을 극대화하였음.

ENF 공정기술은 산 사용을 배제한 친환경 전기화학적인 에칭방식이며, 
초 고순도 표면을 생성할 수 있고, 여러개의 샘플을 저비용으로 한 번에 표면처리할 수 있어
대량생산 공정 적용도 가능하고, 임플란트와 같은 입체적인 기재를 가공하기에도
용이한 방식임.

(a) : KERI에서 개발한 전기화학적 나노패턴 형성
(Electrochemical Nanopattern Formation; ENF)
기술을 적용한 표면 현미경 사진

(b), (d) : 경쟁기술과의 비교평가를 위한 독일 LKO의
15nm, 100nm 기공 크기의 나노튜브(Nanotubes; NT)
표면 현미경 사진

(C) : 처리를 하지 않은 표면 현미경 사진

기술의 특징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기술개요

주요내용 및 우수성

활용분야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인공심장, 스텐트 

등의 생체 금속재료 표면처리 기술로 활용

Fig. 1. Multiphoton fluorescence images of

MSCs(Mesenchymal stem cells) on 15 nm TiO2 Nanotubes, 

100 nmTiO2 Nanotubes, Smooth, 

and ENF surfaces (4 different topologies).

관련특허 : 6개 보유 (4건 등록, 2건 출원), 
현재 국외출원 준비

2018년 3월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에 기술이전, 
대량생산용 공정설비 개발 연구과제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공동 수행 중

2019년 하반기 ENF 기술 적용
치과용 임플란트 출시 예정 

표면적 극대화 → 생체적합성 극대화 

고순도 표면, 초친수 표면개질

저비용, 대량생산, 친환경 공정

입체적 기재 초정밀 미세가공

Fig. 2. Proliferation of MSCs on 4 different topologies. Fig. 3. ALP activity of MSCs on 4 different topologies

Fig. 4. ARS staining of MSCs of 3 different topologies. 

Data of 100 nm NT samples are excluded because of ARS solution absorption with thick titanium oxide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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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금속재료용 전기화학
나노표면처리 기술[K-27] [Electrochemical Nano-Surface Treatment for Biomet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