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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 and Ti alloys have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medical and dental fields because of their good corrosion

resistance, high strength to density ratio and especially, their low elastic modulus compared to other metallic materials. Recent

trends in biomaterials research have focused on development of metallic alloys with elastic modulus similar to natural bone,

however, many candidate materials also contain toxic elements that would be biologically harmful. In this study, new Ti based

alloys which do not contain the toxic metallic components were developed using a theoretical method (DV-Xα). In addition,

alloys were developed with improved mechanical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Ternary Ti-Ag-Zr alloys consisting of

biocompatible alloying elements were produced to investigate the alloying effect on microstructure, corrosion resistance,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The effects of various contents of Zr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were compared. The alloys exhibited higher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ce than pure Ti, had antibacterial

properties, and were not observed to be cytotoxic. Of the designed alloys’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the Ti-

3Ag-0.5Zr alloy had the b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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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체용 금속 재료가 가져야하는 물성은 생체 내에서 독

성, 발암성 등의 유해한 반응이 없어야 하며, 생체조직

과 적합한 친화성을 가져야 하고 주변의 조직과 강한 화

학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타이타늄 및 타

이타늄 합금은 의료용 및 치과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체 재료로 타이타늄이 다른 금속 재료보다 우

수한 이유는 내식성과 저탄성계수를 가지는 소재의 특

성에 기인한다. 타이타늄은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치

밀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부동태를 형성함으로써 내식

성이 우수하며, 산소 분압이 낮은 인체 내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산화피막의 생성과 재생이 이루어진다. 이러

한 반응은 생체 부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

료에 바람직하다. 또한 인체 내에서 독성이 보고되지 않

기 때문에 생체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1) 그러나 합

금원소의 독성에 대한 영향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

며, 실제로 금속이온이나 원소가 생체 내에 유리되었을

때 독성발현 및 신경적 이상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되고

있다.2,3) 따라서 최근 연구 동향은 상용재들에 첨가되어

있는 독성원소를 배제하며 자연 골과 유사한 탄성계

수를 가지는 합금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

다.1,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포독성이 거의 없는 원소

를 첨가하여 우수한 생체적 합성과 고강도 및 고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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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적특성을 갖는 새로운 Ti 합금을 이론적인 방법

중 하나인 전자상태계산법(DV-Xα 분자궤도법, 이하 분

자궤도법으로 표기)을 통하여 설계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합금설계

본 연구에서는 타이타늄에 다양한 금속을 포함했을 경

우 에너지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분자궤도법으로 계산

을 하였으며 선행된 이론값인 d오비탈 에너지 레벨(Md),

결합차수(Bo)5)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이타늄

합금(Ti-6Al-4V; Al, V독성성분으로 알려짐)들보다 생체

적으로 안정적인 합금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타이타늄

합금 설계를 실시하였다. 

타이타늄에 첨가되는 합금 원소 중 내부식성을 낮추지

않는 원소는 금(Au), 백금(Pt), 팔라듐(Pd), 은(Ag), Mo,

Nb, Ta, Zr 등의 귀금속 원소라고 알려져있다.6-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

고 항균성이 있다고 알려진 Ti-3Ag 합금에 제 3원소를

첨가하여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고 내식성 등 화학적으

로 안정하며 생체친화적인 Ti-3Ag-X 삼원계 합금을 다

음의 식 (1), (2)를 이용해 각 합금의 평균이론값( ,

)을 계산하였다.

(1)

(2) Xi : 합금 i 성분 몰분율

각 합금에 함유되는 3원소들은 귀금속으로 속해져 있

으므로 원가 등을 고려하여 1~3 wt.% 정도로 합금화를

실시하였으며, Fig. 1(제3원소 함량만을 표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각 원소의 첨가에 따른 평균 이론값( , )을 살펴

보면 그 함량에 따라 이동하는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

는데 Ti-3Ag를 기준으로 Au, Pd, Pt는 왼편 아래쪽을 향

해 변화하고, Mo은 왼편 위쪽을, Nb와 Ta는 위쪽, Zr은

오른편 위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

향에 따라 각 원소가 타이타늄 합금의 α, β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5) 본 연구에서는 내식성

및 고강도, 생체친화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하

였으므로 α, β상에 따라 다른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타이타늄 합금시 중성적인 상변화를 가지는 Zr을 최종

적으로 선택하였다. Zr의 함량은 합금 시 합금내에서 석

출물이나 개재물등을 발생하지 않을 최소량인 1 wt.% 이

하의 양을 이용해 합금 설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

험에 임한 합금은 Ti-3Ag-0.1Zr, Ti-3Ag-0.5Zr, Ti-3Ag-

1Zr이며, 이 합금들이 가지는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2.2 특성 분석

이론계산법을 이용하여 설계한 Ti-3Ag-xZr합금은 아르

곤 분위기의 고진공에서 아크용해를 이용해 합금내의 편

석을 줄이기 위해 8회씩 재용해를 실시하였다.9)

제조된 모합금 시료는 직경 약 16 mm의 봉상으로 제

작되었으며, 이 시료를 950 oC에서 3 hr의 열처리를 실

시한 후 3차례에 걸쳐 스웨이징 작업을 실시하여 직경

약 13.8 mm →약 12.3 mm →약 11 mm의 봉상으로 제

작하였다. 봉상으로 제작된 시료들은 500 oC에서 30분간

응력제거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열처리된 시료들은 폴리싱 연마 후 10 ml 불산, 5 ml

질산, 85 ml 증류수의 용액10)을 사용하여 에칭 시켜 광

학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 하였다. 

인장 시험편은 국가표준자료 ASTM 규격(A 370)에 의

거하여 비례 시험편으로 제작하였다(Fig. 2).

인장시험은 ASTM 시험 법, 인장속도 1 mm/min로 실

시하였으며, 상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

다. 경도는 비커스 경도계로 100 g의 하중을 주고 9point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내식성 평가를 위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표준전극

으로 Ag, AgCl/KCl(Sta’d), 스캔 속도 3 mV/s 로 부식

시험을 실시했다.

Md

Bo

Md X
i∑ Md( )

i
⋅=

Bo X
i∑ Bo( )

i
⋅=

Md Bo

Fig. 1. List of  and  values for Ti-3Ag-X alloys.Md Bo Fig. 2. Specimens used for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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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MTT(3-(4,5-di-

methylthiazol-2ly)-2,5-diphemyl-2H-terazoliumvromide)시

험을 시행하였다. 시험방법은 ISO 109935:199911) 에 따

라 수행하였다. 조골세포 MC3T3-E1를 사용하였으며, 세

포는 10 % FBS(Fetal Bovine Serum, Gibco Co.)를 포

함하는 α-MEM(Gibco Co.)에 37 oC, 5 % CO2 가스 조

건의 배양기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조직배양용 폴

리스틸렌 접시(96-well plate)의 각 well에 2.5 × 104 sell

mL−1 을 분주하고 각 추출 희석액을 200 µL 씩 첨가하

였다. 3일 동안 배양된 세포에 MTT(3-(4,5-dimethyl-

thiazol-2ly)-2,5-diphemyl-2H-terazoliumvromide, Sigma.

USA) 용액을 처리하고 4시간동안 동일한 환경에서 배

양하였다. 이 과정은 빛을 차단하여 MTT 처리효과를 증

대하고 배양 후 세포배양 상층액을 제거하여 200 µL

DMSO를 첨가하여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세포의 생존율을 비교하였다.7,12-16)

마지막으로 Ag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항균력을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사용하여

한천확산방법은 LA에 2가지 미생물을 면봉으로 도말한

후 금속을 올려 놓고 37 oC 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

장 억제환을 측정하였다.17-19)

3. 결과 및 고찰

Ti-3Ag의 2원계 합금에 Zr함량을 각각 0.1, 0.5, 1.0

wt%씩 첨가하여 설계한 합금은 미세조직과 상을 알아보

기 위해 XRD상분석 결과와 광학이미지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세가지 모든 합금들은 모두 α, β상의 피크가 관

찰되었고 거의 α상을 나타내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

세조직 사진을 보면 3가지 합금 모두 대부분의 α상과

드문드문 β상 결정립이 관찰 되었으며, 석출물등은 관찰

되지 않았다. α상의 결정립이 길쭉한 형상의 조직을 가

지고 있는데, 이 조직은 아크 용해 후 생성된 주조 조

직이 스웨이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조대한 결정립으로

사료된다. 

각각 기계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인장결과와

Fig. 3. Microphotographs and XRD patterns of Ti-3Ag-Zr alloys.

Table 1. Result of tensile test for pure Ti and Ti-3Ag-Zr alloys.

Alloy composition(wt%) Yield strength(MPa) Ultimate Tensile strength(MPa) Elongation(%)

Pure Ti 279 315 26

Ti-3Ag-0.1Zr 654.5 690.5 22

Ti-3Ag-0.5Zr 656 708 24

Ti-3Ag-1.0Zr 615 716 22.5

Table 2. Result of Vickers Hardness test for pure Ti and Ti-3Ag-

xZr alloys.

Alloy composition(wt%) Hardness(Hv)

Pure Ti 157.8

Ti-3Ag-0.1Zr 255.8

Ti-3Ag-0.5Zr 260.2

Ti-3Ag-1.0Zr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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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경도 결과를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설계된 합

금들은 Zr의 첨가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 성

질의 향상성을 비교하기 위해 pure Ti의 값과 함께 나

타내었다. 설계된 합금들은 모두 Zr의 함유로 인해 pure

Ti 보다 인장 강도와 미소 경도 모두 증가 했으며, 연

신율은 약간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강도 및 경도값이

크게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신율이 크게 감소하

지 않은 이유로는 연성이 크다고 알려진 Ag의 첨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내식성의 비교를 위해 pure Ti 과 설계된 합

금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i의 경우 Potential(Ecorr)

값이 −0.531 V이며 전류밀도(Icorr)는 9.798 × 10−7으로 설

계된 세 합금보다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oten-

tial (Ecorr)은 open circuit 조건에서 표준전극에 대하여

부식되는 시편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위를 말하며 전

체의 전위영역에서 전류밀도 전류밀도(Icorr)가 낮을수록

내식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8,20,21) 설계된 세 합금들은

Pure Ti 보다 좋은 값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Ti-3Ag-

0.5Zr이 Potential(Ecorr) −0.211 V, 전류밀도(Icorr) 1.504 ×

10−7의 값으로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은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한 MTT 시험 결과

이다. 생체 독성이 없는 원소로 알려져 있는 원소들(Ag,

Zr)로 설계된 세가지 합금의 Optical density를 비교해 보

면 Ti-3Ag-0.5Zr, Ti-3Ag-1.0Zr, Ti-3Ag-0.1Zr 의 순으

로 나타내었는데, 이 Optical density는 세포의 생존율을

나타내므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Ti-3Ag-0.5Zr가 가장

좋은 생체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Zr의 첨가

량이 1.0 wt%로 높아지면 세포의 생존율은 저조하게 나

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내식성시험과 같은 결과

로써 Ti-3Ag의 경우에는 Zr의 첨가량은 0.5 wt%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Fig. 5는 한천확산법을 이용한 항균력 시

험 결과로써, Ag의 첨가로 항균력이 있을것으로 판단되

어 항균력 시험을 실시 하였지만 모든 시험편에서는 항

균력을 나타내는 생장억제환(시험편 주위에 균이 죽어 없

어지는 지역)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Ag

는 이온화 되어 있을 때 항균력을 가지는데, 합금화로

인해 Ag이온의 방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 항균력을 갖

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V-Xα 분자궤도법을 통하여 평균 이

론값( , )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금을 설계하여 제

조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1) 비교적 저가의 원소인 Zr을 이용해 기계적 성질을

예측하여 분자궤도법(DV-Xα)을 사용하여 새로운 합금

Ti-3Ag-xZr을 설계하였다. 

2) 최종적으로 설계된 Ti-3Ag-0.5Zr합금은 pure Ti에

비해 강도와 경도, 내식성 등이 모두 높고 양호한 결과

를 가졌다.

3) 설계된 Ti-3Ag-0.5Zr합금들 모두 항균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합금들 중 Ti-3Ag-0.5Zr이 가장 낮은 세포독

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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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ytotoxicity by MTT assay.

Alloy composition(wt%) Optical density(570 nm)

Ti-3Ag-0.1Zr 0.237

Ti-3Ag-0.5Zr 0.352

Ti-3Ag-1.0Zr 0.266

Fig. 4. Potentiodynamic plots of Ti and Ti-3Ag-xZr alloys.

Fig. 5. Antibacterial activities of Ti-Ag-Zr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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