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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having many attractive properties, ZrO2 ceramic has a low fracture toughness which limits its wide

application. One of the most obvious tactics to improve its mechanical properties has been to add a reinforcing agent to

formulate a nanostructured composite material. Nanopowders of ZrO2 and Cr were synthesized from CrO3 and Zr powder by

high energy ball milling for 10 h. Dense nanocrystalline 2/3Cr-ZrO2 composite was consolidated by a high-frequency induction

heated sintering method within 5 min at 600 oC from mechanically synthesized powder. The method was found to enable not

only rapid densification but also the inhibition of grain growth, preserving the nano-scale microstructure. Highly dense 2/3Cr-

ZrO2 composite with relative density of up to 99.5 % was produced under simultaneous application of a 1 GPa pressure and

the induced current. The hardness and fracture toughness of the composite were 534 kg/mm2 and 7 MPa·m1/2, respectively.

The composite was determined to have good biocompatibility.

Key words composite, nanomaterial, synthesis, mechanical properties.

1. 서  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공관절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며 연구는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관절이 노화되거나 사고에 의해 관절이 골절되거나 망

가진 경우, 인공관절(Artificial Joint)이 사용된다. 인공관

절은 일종의 의료용구로써 퇴행성관절염, 또는 골수염 등

의 노인성 질환이나 자가 면역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신

체적인 외상 등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되거나 변형, 골절

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부위를 제거하고 새롭게 제작된

대체물을 관절면과 주변에 삽입하여 질환이나 사고가 발

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고자 고안된 관절의 인공대

용물이다. 인공관절이 추구하는 임상적인 목적은 통증해

소와 관절의 활동성 복원에 있지만, 공학적인 목적은 뼈

와 인공관절의 접합성과 기능성을 개선해 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편 인공관절은 소재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상당

한 차이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인공관

절의 소재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Co-Cr 합금, Ti 합금,

세라믹재료(Al2O3, ZrO2) 및 플라스틱 등이 있다.1) 이들

재료 중 세라믹재료는 파괴인성이 낮아서 부러지기 쉽

고, 금속재료와 플라스틱재료는 사용 시 마모가 발생하

고, 마모에 의해 발생된 조각이 거식 세포에 잡아 먹히

고 이 거식 세포가 파괴되는 면역학적 작용이 이루어져

각종 조직용해물질, 특히 파골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

질이 되어 골이 용해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시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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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연령화 및 시술 대상자의 장수명화가 진행됨에 따

라 인공관절 소재의 내마모 및 인성 향상은 보다 심각

하게 요구될 것이며, 따라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생체적

합성과 더욱 향상된 고경도/고인성/내마모 소재를 개발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경도/고인성/고내마모성 재료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노구조의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개발이 필요하다. 나노구조의 재료는 파괴인성 향상과 동

시에 경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금속-세라믹 복합재료는

경도가 낮아서 내마모성이 좋지 않은 금속의 단점과 파

괴인성이 낮은 세라믹재료의 단점을 보완해서 고경도/고

인성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계 및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분

말 제조방법이 개발되었다.2-4) 이 중에서 고 에너지 볼

밀링 방법은 나노 분말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 분말을 합성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분말이 나노

크기라 할지라도 기존 소결 방법으로는 고온에서 장시

간 가열해야 하기 때문에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는 소결

하지 않는 초기 분말의 결정립 크기보다 크다. 이는 소

결 중 빠른 결정립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결 중 결정립 성장을 조절하는 것이 나노구조인 재료

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2분 이내에 짧은 시간에 소결할 수 있는 고주

파유도 가열 소결 방법이 개발되었다.5-7)

본 연구는 경도와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ZrO2와 파괴

인성이 우수한 Cr 나노복합재료를 제조한 후, 이 복합

재료의 경도, 파괴인성 및 생체 접합성을 조사 연구하

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기분말은 Junsei Chemical 회사

에서 제조한 5 µm 이하의 입자크기를 가진 순도 99.99

% CrO3와 Se-Jong 회사에서 제조한 10 µm 이하의 입

자 크기를 가진 순도 99.5 %의 Zr 분말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2/3Cr-ZrO2 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기

분말로 사용된 CrO3와 Zr분말을 측량한 후, 이 분말들

을 스테인리스 용기에 넣고 아르곤 가스 분위기 하에서

직경이 8.5 mm 인 텅스텐카바이드 볼을 사용하여 250

rpm 속도로 10시간 동안 고 에너지 볼 밀링(Pulverisette-

5 유성 볼 밀링장치) 을 실시하였다. 텅스텐 카바이드와

분말의 무게비는 30:1 이다.

Fig. 1은 고주파 유도가열 소결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기계적으로 활성화된 분말을 초경 다이(높이 40 mm, 외

경 35 mm, 내경 5 mm)에 충전하여 고주파유도 가열 소

결장치의 내부에 장착하고 약 40 mTorr의 진공분위기로

하였다(1단계). 그리고 치밀한 생성물을 얻기 위하여 1

GPa의 일축 기계적 압력을 가한 다음(2단계) 곧바로 유

도전류를 가하여 가열하였다. LVDT(Linear Variable Dif-

ferential Transformer)에 의해 수축 길이 변화를 관찰하

면서 치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류를 가하였으며, 초

경 다이의 표면온도는 디지털 광 온도계(pyrometer)로 측

정하였다(3단계). 마지막으로 시편을 상온까지 냉각하였

다(4단계).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방법으로 제조된 2/3Cr-ZrO2 복

합재료의 상대밀도는 아르키메데스(Archimedes) 법으로 측

정하였다. 상 관찰을 위해 CuKα 타겟을 사용하여 20~

80o의 범위에서 4o/min의 주사속도로 X-선 회절시험을 실

시하였다. 이 때 사용된 전압과 전류는 40 kV와 30 mA

이다.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연마

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조직사진과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2/3Cr-ZrO2 재료의 결정립 크기는 X-선 회절시험 결

과로부터 Suryanarayana and Grant Norton 식을 이용하

여 결정립 크기를 구하였다.8)

Br(Bcrystalline + Bstrain) cosθ = kλ / L + ηsinθ (1)

여기서, Bcrystalline : 미세화에 의한 반가폭 증가

Bstrain : 변형(strain)에 의한 반가폭 증가

k : 상수(0.9) 

λ : X-선 파장 

L : 결정립크기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 apparatus for high-frequency

induction heated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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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 : 변형(strain) 

θ : 회절각도 

세포독성 평가는 시편(두께 3 mm, 직경 5 mm 인 원

판)을 사용하여, ATCC CCL-1L(L929) 세포를 이용하였

으며, 세포증식 능력이나 세포 생존 능력을 발색측정으

로 정량화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세포는 37 ± 1 oC, 5 ±

0.5%CO2 가스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되었으며, 성장배지

로는 10 % 우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을 포함

하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이

사용되었다. 배양된 세포는 96-웰 플레이트에 지지체 당

7 × 103 세포/지지체 농도로 파종을 실시하였으며, 시편추

출액을 100 µl첨가하였다. 추출액에 노출된 세포는 1, 3,

7일 동안 위와 같은 환경에서 배양한 후 플레이트 리더

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

로는 신선한 배양액에 노출된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실

험 세포 및 조건은 모두 동일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3Cr-ZrO2 복합재료의 소결

2/3Cr-ZrO2 반응시 온도에 따른 Gibbs 자유에너지 차

이는 Fig.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음의 값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이 반응(2/3CrO3-Zr → 2/3Cr-ZrO2) 은 열역학

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초기 분말과 밀

링한 분말의 X-선 회절 도형은 Fig. 3에 나타냈다. 밀

링한 분말 피크의 반가폭은 초기분말의 반가폭보다 컸

다. 이것은 밀링에 의한 분말의 미세화와 스트레인에 기

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c) X-선 회절도형에서 반

응물인 CrO3와Zr 피크는 관찰되지 않고, 생성물인 Cr와

ZrO2 피크만 관찰되었다. 따라서 고 에너지 볼 밀링 중

에 합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X-선 회절시험 결

과로부터 Suryanarayana and Grant Norton 식을 이용하

여 ZrO2분말의 크기를 계산한 결과 약 20 nm 이었다.

Fig. 4는 고 에너지 볼 밀링한 분말의 미세조직과 EDS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 에너지 볼 밀링에 의

해 분말이 매우 미세화되었고, 분말들이 응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EDS 분석에서는 Zr, Cr과 O만 관찰되

었고, 볼 밀중에 볼이나 용기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W

이나 Fe 피크는 관찰 되지 않았다.

Fig. 5는 고주파유도 가열 소결장치로 1 GPa의 기계적

압력과 유도전류를 동시에 가한 상태에서 밀링으로 합

성한 2/3Cr-ZrO2분말을 가열했을 때 가열시간에 따른 수

축길이와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유도전류가 가해지

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고 수축길이는 600 oC

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축길이가 증가하는 것은 치

밀화가 진행됨을 의미한다. Fig. 6은 고주파 유도 전류

소결장치로 600 oC까지 가열한 시편의 X-선 회절 패턴

Fig. 2. Temperature dependence of Gibbs free energy variation by

interaction of chromium oxide and zirconium. 

Fig. 3. XRD patterns of raw materials and milled powder: (a) CrO3, (b) Zr and (c) Cr-ZrO2 synthesized by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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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이다. X-선 회절 패턴에서 Cr와ZrO2 피크

만 관찰되었다. Fig. 7은 600 oC 에서 소결한 복합재료

에서 ZrO2의 결정립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식(1)의 XRD

데이터로부터 sinθ에 따른 Brcosθ를 도시한 것이다. 계

산한 ZrO2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약 50 nm이다. Fig. 8

은 600 oC 에서 소결한 시편의 주사전자현미경 조직사

진과 투과 전자현미경 조직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시

편의 상대밀도는 99.5 %이며,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

은 치밀한 나노조직을 나타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EM이미지를 통하여 원자배열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결

정립 크기가 나노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나노구조인 2/3Cr-ZrO2 복

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첫번째는 유도전류에 의해 분말과 분말 접촉 점에서 높

은 주울(Joule)열 발생으로 고온이 되므로 원자의 확산

이 빠르고, 분말과 분말 사이에 플라즈마 발생으로 분

말표면이 이온화된 가스와 충돌로 분말 표면 정화가 일

어나고 또한 전기장 하에서는 원자의 확산이 빠르기 때

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소결이 쉽게 이

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0-14) 두번째는 소결중 가한

압력은 소결에 대한 구동력을 증가시킨다. 소결에 대한

전체 구동력. FD는 식 (2)와 같이 표현된다.15)

FD = γ + (Par/π),  (2)

여기서 γ 는 계면 에너지이고, Pa 는 가한 압력이고, r

은 입자의 반경이다. Shon 등은 WSi2와 WSi2-20vol.%Nb

복합재료의 펄스전류 활성 소결 중 상대 밀도에 미치는

압력은 영향을 조사 연구 하였다.16) 1200 oC에서 소결하

는 도중에 가압력이 10 MPa에서 60 Mpa로 증가함에 따

Fig. 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and EDS of Cr-ZrO2

powder synthesized by milling. 

Fig. 5. Variations of temperature and shrinkage displacement with

heating time during high-frequency induction heated sintering of

Cr-ZrO2 powder.

Fig. 6. XRD patterns of Cr-ZrO2 composite sintered at 6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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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밀도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3.2 2/3Cr-ZrO2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2/3Cr-ZrO2 복합재료 시편의 경도는 하중을 10 Kgf 으

로 비커스 경도계로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534 kg/mm2

이었다. 파괴인성은 압흔 자국 모서리에서 발생한 크랙

의 길이를 측정하여 식 (3)의 Anstis식17)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KIC = 0.016(E/H)1/2·P/C3/2 (3)

여기서 KIC 는 파괴인성이고, C는 압흔자국 중심으로

부터 크랙의 길이이고, E 는 탄성계수이며, P는 압흔 하

중이며, H 는 경도값이다. 탄성계수 E와 부피분율은 Cr

이 279 GPa2) 와 0.183이고, ZrO2는 210 GPa18)와 0.817

이므로 복합재료의 탄성계수는 복합측을 이용해서 계산

하였다.

Fig. 9는 소결한 2/3Cr-ZrO2 복합재료 시편에서 비커

스 압흔 자국과 균열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압흔자국 모

서리에서부터 크랙이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크

랙은 굴곡을 지면서 전파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로부터 파괴인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3Cr-ZrO2

복합재료의 계산한 파괴인성은 7 Mpa.m1/2 이었다. Kwak

등19)은 10시간 볼밀링한 ZrO2분말을 펄스전류활성 소결

로 치밀한 나노구조의 소결체를 제조 한 후, 경도와 파

괴인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750 kg/mm2 과 3.8 Mpa.m1/2

Fig. 7. Plot of Brcosθ versus sinθ of ZrO2 in composite sintered to

600 oC.

Fig. 8. SEM image (a) and TEM image (b) of 2/3Cr- ZrO2 com-

posite sintered to 600 oC.

Fig. 9.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a) Vickers hardness inden-

tation and (b) median crack propagating of 2/3Cr- ZrO2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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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3Cr-ZrO2 복합재료 경도값은 단상 ZrO2보다

낮았지만, 파괴인성은 연성이 좋은 Cr의 첨가로 ZrO2보

다 2배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2/3Cr-ZrO2 복합재료의 세포독성 평가시험

2/3Cr-ZrO2 복합재료 지지체에서 세포생존 능력이나 세

포증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 하

였다. 세포독성시험은 테트라졸리움 성분을 배양액에 첨

가한 후 발색을 정량화하여 세포의 수, 증식정도 및 활

성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테트라졸리움 성분이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진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특정

색으로 변하게 되고 발색 정도에 따라서 세포내의 미토

콘드리아의 활성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세포독성평가 결

과는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2/3Cr-ZrO2 복합재료의 1,

3, 7일 경과후의 세포독성평가 결과는 모두 95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3Cr-

ZrO2 복합재료의 세포독성평가 시험의 결과를 보다 쉽

게 확인하기 위하여 생체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i

를 비교군으로 시험하였다. Fig. 10(1)과 (2) 모두 95 %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2/3Cr-ZrO2 의 세

포 생존율 또한 Ti와 비슷한 세포생존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3Cr-ZrO2 복합재료는 생체 적

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2/3CrO3와 Zr분말을 고 에너지 볼 밀링으로 나노구조

의 2/3Cr과 ZrO2분말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2/3Cr과 ZrO2

분말을 600 oC 저온에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내에 고

주파유도가열 소결장치로 치밀한 나노구조의 2/3Cr-ZrO2

복합재료를 소결하였다. 제조된 복합재료의 상대밀도 99.5

%이었고, 복합재료에서 ZrO2 결정립 크기는 48 nm 이

었다. 2/3Cr-ZrO2 복합재료의 경도와 파괴인성은 각각

534 kg/mm2와 7 MPa.m1/2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포독성 평가 결과는 생체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는

Ti 재료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1, 3, 7일 동안

배양되어 관찰된 세포 생존율에서도 95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3Cr-ZrO2 복합재료는 인공관절 대

체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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