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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i-6Al-4V extra low interstitial (ELI) alloy has been widely used as an orthopedic implant material because

of it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However, it still has many problems, including a high elastic

modulus and toxicity of the Al and V elements. Therefore, non-toxic biomaterials with a low elastic modulus need to be

developed. A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 (HEMM) process is introduced to improve the effect of sintering. Rapid sintering

of spark plasma sintering (SPS) under pressure was used to make an ultra fine grain of Ti-25 wt.%Nb-7 wt.%Zr-10 wt.%Mo-

(10 wt.%CPP) composites with bio-attractive elements for increasing strength. These composites were fabricated by SPS at

1000 oC at 60 MPa using HEMM powders. During the sintering process, CaTiO3, TixOy, and CaO were formed because of

the reaction between Ti and CPP. The effects of CPP content on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intered Ti-Nb-

Zr-Mo-CPP composites were investigated. The biocompati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of the Ti-Nb-Zr-Mo alloys were

improved by the addition of 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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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과 Ti-6Al-4V ELI 합금과 같은 Ti합금은 우수한 생

체적합성, 낮은 밀도, 우수한 부식 저항성 및 기계적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

다.1,2) 그러나, 최근 Ti-6Al-4V ELI 합금의 구성원소인

Al과 V이 생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 V는 독성 원소로써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

는 원소로 분류되었고, Al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킨다

고 보고 되었다.3) 아울러, α 혹은 α + β 상인 Ti 합금의

경우 뼈와 비교하여 높은 영률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생

체재료 주위의 골격을 퇴화시키는 stress shielding(응력차

폐현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낮은 탄성계수를 가지는 β-Ti 합금의 개발 혹

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낮은 탄성 계수를 가지

는 생체 재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4-7) 따라서 낮은 영률을 가진 β-Ti 합금의 제조

를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원소이면서 β-Ti 상을 안정화

시키는 Nb, Zr, Si 그리고 Mo 등을 Ti에 합금원소로써

첨가되고 있다.8) 또한 뼈와 유사한 탄성계수를 갖는 생

체재료의 제조방법으로 다기공 생체재료를 소결방법으로

제조하는 연구보고도 있다. 전통적인 소결방법으로 생체

재료 제조시 고온에서 긴 소결시간으로 인하여 결정립 성

장이 일어나며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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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실험에서는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는 급속 소

결방법 중 하나인 spark plasma sintering(SPS)를 이용하

여 소결을 실시하였다. SPS는 펄스 직류 전류를 흑연 몰

드를 통하여 분말에 통전시킴으로써 이때 입자들사이에

발생하는 고온의 방전 플라즈마 및 흑연 몰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Joule 열에 의하여 소결을 행하는 방법이

다.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다른 소결법에 비하여 비교

적 저온에서 단시간 내에 소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

결체의 결정립성장을 억제하여 우수한 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또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high energy mechanical milling(HEMM)으로 분

말을 미세화시켜 소결체의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방법

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생체재료는 인체와의 결합성과 생체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HA(hydroxyapatite)나 CPP(Calcium Pyro-

phosphate)를 Ti 및 Ti합금 생체재료에 코팅하여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생체재료와 CPP의 열평창계수 및 기계

적 특성 차이로 인하여 코팅 층의 박리현상이 일어나 Ti-

6Al-4V합금중에 존재하는 Al이나 V이 생체액에 의하여

용출되어 세포의 괴사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9) 이러한 코팅 층의 박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결체와 코팅 층의 결합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복합

재료에 CPP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에 무해한 원소인 Ti,

Nb, Zr, Mo 및 CPP를 첨가하여 Ti-25wt.%Nb-7wt.%Zr-

10wt.%Mo 및 Ti-25wt.%Nb-7wt.%Zr-10wt.%Mo-10wt.%

CPP 복합분말을 제조한 뒤 SPS 장치를 이용한 급속소

결 방법으로 건전한 각각의 복합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제조 조건을 먼저 확립하고, 확립된 조건을 이용하여 제

조된 복합소결체의 조직관찰, 상변화, 기계적 특성 및 생

체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

(SEM)과 X-선 회절(XRD)을 이용하여 복합분말과 제조

된 소결체의 미세조직과 상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미

소경도기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고, 분극시험을 통

하여 부식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세포배양실험을 통한 생

체적합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Ti-Nb-Zr-Mo 합금과

이 합금에 CPP를 첨가한 합금 시편을 제작하였다. CPP

를 첨가한 Ti-Nb-Zr-Mo 합금은 용해 및 주조방법으로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분말야금 공정으로 제조하였다. 특

히 분말야금법으로도 Ti-Nb-Zr-Mo-CPP복합체의 소결이

어렵기 때문에 고에너지밀링법에 의하여 나노분말을 제

조하였으며 나노분말의 입자가 소결 동안 급격하게 성장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속 소결 방법을 이용하였

다. 먼저 각 조성의 분말을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정량한 분말과 ZrO2볼을 1:7(질량비)의 비율로 원통형의

폴리에틸렌병에 넣은 후 혼합기계(mechanical mixer)를

이용하여 에탄올분위기에서 200rpm의 속도로 24시간 동

안 혼합하고, 또한 고에너지밀링기(planetary high energy

milling machine: Fritsch, pulverisette-6)을 이용하여 정

량한 분말과 WC볼을 1:30의 비율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1시간, 4시간 그리고 8시간 밀링을 실시하였다. 밀링 동

안 입자간 뭉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PCA(process control

agent)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첨가하였다. Fig. 1은

SPS장비의 개략도로서 급속 소결이 가능한 장치로서 미

세조직을 얻기위해 사용하였다.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에서 분말입자표면은 macro나 micro level 모두

기존의 electrical sintering process와 material transfers보

다 쉽게 청정화되고 활성화됨으로써 고품질의 소결체를

낮은 온도, 빠른 시간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Fig. 2는

SPS 과정의 주요 4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챔버를

10−3 torr의 진공분위기로 만들고(1단계) 그 다음 60 MPa

의 일축압력을 점차 가하고(2단계), 직류전류를 가해줘

1000 oC까지 상승(3단계)시킨 후 시편을 대기 중에 냉각

시켰다(4단계). 상변화는 XRD를 이용하여 4o/min의 속

도로 20~80o의 2θ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소결체의 밀도는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비

Table 1. Nominal compositions of specimens (wt%).

Nb Zr Mo CPP Ti

Type 1 25 7 10 - Bal.

Type 2 25 7 10 10 Bal.

Fig. 1. Schematic of SPS(Spark Plasma Sin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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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경도계(Hv)로 500 gf의 하중 하에서 측정하였다. 혼

합된 분말과 소결시편의 미세조직은 SEM(JSM-640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내부식성은 Potentiostat/Galvanostat 분극시험장치(263A,

EG&G PAR, USA)를 이용하여 분극곡선을 얻었으며 얻

어진 분극곡선에 Tafel곡선을 외삽하여 측정하였다. Tafel

곡선으로부터 부식전류와 부식전압을 얻을 수 있었으

며, 부식전류가 높을수록 시편의 부식속도는 증가한다. 부

식용액으로는 NaCl(8.00 g/L), NaHCO3(0.278 g/L), CaCl2
(0.278 g/L), NaHPO4·12H2O(0.322 g/L), MgCl2·6H2O(0.203

g/L), MgSO4·7H2O(0.123 g/L) 그리고 KCl(0.358 g/L)로

구성된 Hank’s 용액을 전해질로 사용하였으며 5 mV/sec

의 스캔속도로 −1.0~1.5 V의 전압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실험은 생체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되

었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준비된 시편에 5 × 104개의

세포를 붙여 9-well plate에 넣은 후 5%CO2 분위기의 인

큐베이터에서 72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그 후 100 µl의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MTT) 용액에 시편을 4시

간 동안 침지한다. 각 well에 DMSO(dimethyl sulfoxide)

를 넣어 plate shaker로 흔들어 준 후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leader기로 시편에서 분리

된 세포들이 있는 용액의 흡광도(optical density)를 54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때 흡광도가 클수록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

3. 결과 및 고찰

3.1 소결 전·후의 미세조직 관찰

Fig. 4는 혼합과 밀링한 분말의 SEM 사진이다.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말이 볼에 의해 cold welding

과 분쇄를 반복하여 입자크기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밀링동안 입자간 뭉침을 방지하기 위하

여 PCA(process control agent)를 첨가하였지만, 8시간

밀링한 분말의 경우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져 있음을

SEM조직관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표면 에

너지를 가진 미세한 입자들이 표면에너지를 낮추기위해

나노 분말이 쉽게 뭉쳐지기 때문이다.10) 또한, 이러한 응

집현상은 볼 밀링이 진행되면서 분말의 비표면적 증가에

따른 표면에너지의 증가로 분말입자 간의 강한 반데르

발스(Van der waals) 인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11) Fig. 5는 8시간 밀링한 Ti-25%Nb-7%Zr-10%

Mo-10%CPP 분말의 성분을 조사한 상으로써 모든 원소

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원소의 분포로 인하여 소결을 실시하였을 경우

에도 소결체의 기계적, 화학적 성질이 균일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6은 소결된 Ti-25%Nb-7%Zr-10%Mo-10%CPP 복

합재료를 SEM을 이용해 관찰한 표면의 조직사진이다.

Fig. 6(a)는 24시간 혼합한 분말을 소결한 SEM사진으로

써 많은 기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공들은

상대밀도의 저하에 의하여 기계적 성질을 저하시키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밀링 시간이 증가한 분말을 소결

할수록, 기공들 또한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복합재료의 결정립 크기

또한 미세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결

정립이 미세하게 되면 Hall-Petch 이론에 의하여 기계적

성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시간 밀링한 분

말을 이용하여 소결한 Ti-25%Nb-7%Zr-10%Mo-10%CPP

복합재료의 미세구조를 더욱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EDX point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냈

다. 나노크기의 두 종류의 구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Fig. 2. The illustration of sintering procedure.

Fig. 3. The illustration of cell cultivation experiment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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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분석 결과 두상 모두 합금화가 잘 되었으나 흰 상

은 Ti성분이, 검은 상은 Nb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

함된 두상으로 분리되고 있다. 

소결에 사용된 분말들의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입자

가 미세화됨으로써 소결이 촉진되어 표면 기공의 비율

이 크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분말이 미

세할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고 압축에 의하여 확산거리가

단축되어 고상 소결이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소결체의 기계적 특징

CPP량에 따라 소결된 복합재료의 상대밀도와 비커스

경도 값을 Fig. 8에 나타냈다. 소결시 사용된 분말의 밀

Fig. 5. Mapping analysis of 8h milled Ti-25%Nb-7%Zr-10%Mo-10%CPP powder.

Fig. 4. SEM images of the Ti-25%Nb-7%Zr-10%Mo-10%CPP powders; (a) 24 h mixed, (b) 1 h milled, (c) 4 h milled and (d) 8 h m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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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복합재료의 상대밀도와 경도가 증

가하였다. 이는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미세

하여 소결이 촉진되고 소결체의 기공이 감소되어 조직의

치밀화와 결정립의 미세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

Fig. 7. Point analysis of the sintered Ti-25%Nb-7%Zr-10%Mo-10%CPP composite using 8 h milled powder.

Fig. 6. SEM images of the sintered Ti-25%Nb-7%Zr-10%Mo-10%CPP composites by SPS; (a) 24 h mixed, (b) 1 h milled, (c) 4 h milled

and (d) 8 h milled.

Fig. 8. Hardness (a) and relative density (b) of the sinter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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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CPP가 첨가된 경우 상대밀도는 감소하였지만

경도가 증가한 것은 세라믹 재료인 CPP와 금속인 Ti-

Nb-Zr-Mo 합금과의 물성차이로 인한 낮은 결합력이 발

생하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한 반면, 고경도 세라믹인 CPP

의 첨가에 의하여 경도는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3.3 소결 전·후 시편의 XRD분석

Fig. 9는 소결전 혼합과 밀링된 Ti-25%Nb-7%Zr-10%

Mo-10%CPP 분말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분말 성분에 해당되는 피크들만 관찰되었으며, 혼합

과 밀링 중 분말간의 반응에 의한 상변태가 일어나지 않

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밀링동안 미량의 Fe성분이 steel

vial로부터 혼입될 수 있으나 그 량이 극미하여 XRD 결

과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XRD 피크에서 반가폭의 크

기가 밀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래 C. Suryanarayana와 M. Grant Norton12) 식

(1)에 의하면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반가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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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은 회절 피크의 FWHM(Full Width at Half Maxi-

mum)일 때, Bcrystalline과 Bstrain은 각각 작은 결정립 크기와

내부응력으로 인한 FWHM이다. k는 0.9의 상수이며, λ

은 X-ray의 파장이다. L과 η은 각각 결정립 크기와 내

부 변형률이며, θ는 Bragg회절 각이다. XRD 분석결과

밀링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가폭의 크기가 증가하였

으며, 이는 결정립의 크기가 밀링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C. Suryanarayana와 M. Grant

Norton12) 식을 이용하여 1, 4, 8시간 밀링한 Ti-25%Nb-

7%Zr-10%Mo-10%CPP 분말 결정립의 크기를 계산한 결

과 각각 117 nm, 68 nm, 46 nm이었다. 소결한 Ti-25%

Nb-7%Zr-10%Mo-10%CPP 생체복합재료의 XRD 분석결

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8시간 밀링한 분말로 제조

된 Fig. 10(b) 소결체의 경우 소결 전에 볼 수 없었던

β-Ti상, Ti2O, CaO, CaTiO3 그리고 TixPy와 같은 새로운

화합물들의 피크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소결 중 화학적

반응에 의한 상변태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새

롭게 생성된 상 중 Ti2O, CaO는 재료표면에서 뼈와 유

사한 성질을 가지는 apatite의 핵 생성을 조장하며, 이 생

성된 apatite는 생체복합재료와 뼈 사이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17) 아울러 소결한 복

합재료의 결정립크기는 (1)식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8시

간 밀링한 합금의 경우 0.23 µm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3.4 내식성 특성

Fig. 11은 소결된 Ti-25%Nb-7%Zr-10%Mo와 Ti-25%

Nb-7%Zr-10%Mo-10%CPP 복합재료의 동전위분극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분극 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시편의

부식속도를 예상할 수 있는 부식전류(Icorr)와 부식전위

(Ecorr) 값을 기존 상용재료인 Ti-6Al-4V ELI 합금에 비

교하여19) Table 2에 나타내었다. Ti-6Al-4V ELI 합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부식저항성이 우수하고 HA로

코팅하여 생체재료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

교시편으로 사용되었다. 소결된 Ti-25%Nb-7%Zr-10%Mo-

10%CPP 복합재료의 부식전류 값과 부식전위 값을 측정

하여 Ti-6Al-4V의 부식전류 및 전위 값과 비교 분석하

였다. 실험 결과 Ti-25%Nb-7%Zr-10%Mo-10%CPP의 경

Fig. 10. XRD patterns of the sintered Ti-25%Nb-7%Zr-10%Mo-

10%CPP composites using; (a) 24 h mixed powder and (b) 8 h

milled powder.

Fig. 9. XRD patterns of Ti-25%Nb-7%Zr-10%Mo-10%CPP pow-

ders; (a) 24 h mixed, (b) 1 h milled, (c) 4 h milled and (d) 8 h m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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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상대재인 Ti-6Al-4V 합금보다 부식전류 및 부식전위

값이 낮아 부식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부식저항성에 변화는 표면에서의 민감도(부

식속도 또는 고온산화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편표면의

화학적 조성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 부식실험 결

과로부터 Ti-25%Nb-7%Zr-10%Mo-10%CPP 복합재료의

경우 Ti-6Al-4V 합금과 같이 부식저항성이 우수하여 생

체재료로써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3.5 생체적합성 평가

Fig. 12는 소결된 Ti-25%Nb-7%Zr-10%Mo와 Ti-25%

Nb-7%Zr-10%Mo-10%CPP 복합재료 그리고 Ti-6Al-4V

ELI 합금의 세포배양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다. 이때 ELISA leader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흡광도는

세포배양 후 생체의 체액과 유사한 MTT용액에서 4시간

침지 동안 살아있는 세포의 수와 비례한다. 세포배양실

험에 이용된 모든 시편의 흡광도는 Ti-6Al-4V ELI 합

금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밀링한 소결체가 믹싱

한 소결체보다 생체적합성이 낮게 나타내었다. 이는 장

시간 밀링시 사용된 steel볼이 밀링 동안 불순물로 합금

분말에 유입되기 때문에 밀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복

합재료의 생체적합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CPP를 첨가한 Ti-Nb-Zr-Mo 합금은

CPP를 첨가하지 않은 합금보다 생체적합성이 우수한 것

은 CPP가 생체적합성이 금속 원소보다 우수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Ti, Nb, Zr, Mo과 CPP

분말을 이용하여 24시간 혼합한 분말과 각각 1시간, 4시

간 그리고 8시간 밀링한 분말을 급속소결장치인 SPS를

이용하여 극미세한 Ti-25%Nb-7%Zr-10%Mo-10%CPP 생

체복합재료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고, 소결된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과 부식저항성 및 생체적합성을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고에너지 밀링기로 Ti-25%Nb-7%Zr-10%Mo-10%CPP

나노복합 분말을 제조하여, SPS 급속소결로 건전한 Ti-

25%Nb-7%Zr-10%Mo-10%CPP 복합재료를 제조할 수 있

었다.

2) Ti-25%Nb-7%Zr-10%Mo-10%CPP 복합재료는 Ti-

6Al-4V ELI 합금보다 우수한 부식저항성과 생체적합성

을 나타내었다.

3) 8시간 밀링된 Ti-25%Nb-7%Zr-10%Mo-10%CPP 나

노분말을 사용하여 급속소결하므로서 극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복합재료를 제조하였고 이 재료는 우수한 기계적 성

질과 내식성 및 생체적합성을 나타내었으므로 Ti-6Al-4V

ELI 합금의 대체 재료로써 사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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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cell cultivation results of the sintered composites.

Table 2.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results of the sintered

composites.

Samples (a) (b) (c) (d) Ti-6Al-4V

I
corr

(µA) 25.6 16.8 8.2 5.1 17.0

E
corr

(mV) −548 −494 −368 −341 −573

Fig. 11.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sintered com-

posites; (a) Ti-25%Nb-7%Zr-10%Mo using 24 h mixed, (b) 8 h milled

and (c) Ti-25%Nb-7%Zr-10%Mo-10%CPP using 24 h mixed, (d) 8 h

m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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