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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열산화 처리에 따른

Ti-Ag 합금의 표면 특성 변화

골내 임플란트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임플란트 고정체와 골의 생체적 

결합과 높은 부식 저항성, 부식 피로 저항성 등이다. 안정적인 생체적 결합은 골

유착(osseointegr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플란트의 

미세 표면 조성과 형상을 최적화 함으로써 표면 에너지를 높여 골아 세포 증식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금속이온 용출에 의한 생체 독성을 최소화 하는 합금 재료로서는 이미 순수 

티타늄(cp-Ti), Ti6Al4V 및 stainless steel 계 합금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cp-Ti의 경

우 주조성, 가공성, 사용 시의 기계적 강도 등이 취약하고 Ti6Al4V 등의 Ti 합금 

및 stainless steel의 경우 Ni, Al, V등의 독성 이온 용출의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되어 이미 그 기계적 강도와 내식성이 확인된 

Ti-Ag계 합금을 실험군으로, 기존의 cp-Ti과 Ti6Al4V을 대조군으로 하여, 여러 표

면 개질 방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열산화

(thermal oxidation) 처리법을 이용, 열처리 온도(untreated, 400, 600, 800℃) 및 열처

리 시간(untreated, 0.5, 1, 4시간)을 변수로 얻어진 시편의 표면 특성 변화를 기계

적, 화학적, 광학적, 생물학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산화층 표면의 미세 양상을 관찰한 결과 600℃, 80

0℃의 모든 시편에서 산화 석출물의 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

으며, 800℃에서는 완전히 결정화하여 조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열처리 시간보다는 열처리 온도가 산화물 형성에 더 큰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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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2. 기계적 접촉식으로 거시적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600번 사포의 연

마흔에 의한 거시적 표면 거칠기는 0.083-0.29 ㎛를 나타냈고, 광학적 비접

촉식으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산화물 결정의 성장에 의한 미시적 

표면 거칠기는 0.34-2.84 nm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시적 거칠기는 

Ti-Ag계 합금에서, 높은 온도에서 더욱 거칠게 나타났다. 

3. 색차색도 측정 결과로 유추되는 산화물층의 두께는 400, 600, 800℃ 시편

군 각각의 경우 100-250, 250-700 및 1700 Å 이상이었다. 

4.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모재와 산화물 층의 경계를 관찰한 결과 800℃에

서 열처리 한 후 공냉한 시편은 모두 산화물층이 모재로부터 박리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400, 600℃에서 열처리 한 경우 산화물층이 모재로부

터 박리되지 않았다. 

5. X-선 회절 분석의 결과 Ti-Ag계 합금은 cp-Ti와 비슷한 산화 특성을 나타

내었다. Ti-Ag계 합금에서는 cp-Ti이나 Ti6Al4V에 비해 낮은 400℃에서 

TiO와 rutile이 형성되었고, 600℃이상에서는 Ti 산화물로 변화한 상이 뚜

렷이 관찰되었다. Ti6Al4V의 표면에서는 alumina가 검출되었고 alumina 층

과 titania 층의 계면에 생기는 미세한 틈으로 인하여 이 시편군의 산화층

은 모재와의 접착력이 현저히 낮았다. 

6. XPS로 각 시편의 Ti2p 및 O1s spectrum을 분석하고 O/Ti 및 O/(Ti+Al+V) 

원자 분율을 구한 결과, cp-Ti과 Ti6Al4V은 Ti-A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

은 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Ti-Ag는 그 표면 산화층

(passive film)에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O2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7. 섬유아세포 L-929에 대한 MTT 실험 결과 용출액을 첨가한 모든 실험군 

내에서 생존률이 90%를 상회하 다. 특히 Ti-Ag 계 합금은 100%의 생존

률을 보 다. 

8. 세포 MC3T3-E1의 증식 실험 결과 실험군의 세포수는 2일 내지 4일 후 

모두 증가하 다. cp-Ti과 Ti2.0Ag의 경우, 600℃에서 열처리한 시편에서 

가장 높은 증식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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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열처리 시간보다 온도가 더욱 중요하며, 적정 열처리 온도는 

600℃로 판단되었다. Ti-Ag계 합금은 cp-Ti이나 Ti6Al4V에 비해 산화물이 잘 형성

되며, 단기간 생체 적합성 실험결과 우수한 세포 적합성을 지니고 있어 우수한 골

내 임플란트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골내 임플란트, Ti-Ag, 생체 적합성, 골유착, 미세표면형상, 

표면 에너지, 열산화법, 산화층, TiO2 



- 1 -

열산화 처리에 따른

Ti-Ag 합금의 표면 특성 변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지도 한동후 교수)

김 호 중

I. 서   론

임플란트는 이제 치과치료에 있어서 매우 보편화된 치료 술식이 되었고 그 요

구도와 활용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임플란트의 재료로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는 순수 티타늄(cp-Ti) 및 그 합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Ti은 내식성이 우수하며 세포 조직에 대한 독성과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 또한,  

다른 금속에 비하여 탄성율이 낮아 뼈와 가장 유사하며, 단일 금속 또는 합금의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내식성이 높으므로 체액과의 반응에 의한 이온 용출의 가능

성이 낮아 인체에 대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

에서 생체내성(biotolerant)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금속재료에 반하여 Ti의 경우는 

생체불활성(bioinert) 재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Ti의 표면이 생체 조직과

의 반응에 있어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eGeros와 Craig, 

1993; Osborn과 Newesely, 1980).

Ti에 생성되는 표면 산화물 TiO2는 골유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1960년대 Brånemark의 골유착(osseointegration) 개념 도입을 계기로 현

재 대부분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에 적용되고 있다(Brånemark 등,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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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재료용 적용 초기에는 cp-Ti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이 확대되었던 

Ti6Al4V의 경우, 기계적 강도 및 피로 강도는 cp-Ti에 비해 상당히 높으나 내식성

은 오히려 약간 낮고 특히 원소(Al, V, Sn 등)의 용출에 의한 부작용이 보고

(French 등, 1984; Evans 등, 1994; Exbrayat 등, 1987; Blumenthal 등, 1984, 1989)되

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로는 cp-Ti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골내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골유착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골과의 접합성 개

선을 위하여 형상이나 표면 처리 방법에 따라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현재 표면 처리를 통하여 특성이 향상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나, 임플란트와 그 

주위 연조직과의 폐와 접합 문제(연조직 폐; soft tissue seal), cp-Ti 자체가 지

닌 낮은 강도, 피로 저항성 및 마모저항성 문제, 표면처리에 따른 임플란트 물성 

저하, Ti6Al4V 합금의 독성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cp-Ti 또는 Ti 합금 표면을 처리한 제품은 골조직과 임플란트 간의 접합 특성

을 향상시키나, 반복하중 및 지속적인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인체(특히, 구강환경) 

내에서는 부식피로, 응력부식균열, 틈부식, 파절, 그리고 마모 저항성이 낮다. 이로 

인한 임플란트 자체의 파절이나 부식 산물의 축적은 2차 시술을 요한다. 따라서 

매식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수술 없이 장기간 인체 내에서 견

딜 수 있는 소재 자체와 그 소재의 표면특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의 Ti과 Ti 합금이 갖는 낮은 가공성 및 주조성, 낮은 경도 및 강도, 독성

이온 용출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g를 첨가한 Ti-Ag계 합금이 최근 개발

되어 우수한 기계적 특성과 생체 적합성이 확인되었다(오 등, 2002; 박, 2001; 우, 

2003).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이 합금이 임플란트 재료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골유착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연구의 기초 단계로서, 열산화법(thermal 

oxidation)의 온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 Ti-Ag계 합금의 표면 산화물 

피막을 cp-Ti 및 Ti6Al4V과 비교하여, 표면형상 및 색상, 모재/산화층의 경계, 표면 

거칠기, 산화물의 종류 및 성분 등을 분석하고, 섬유아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골

아세포 증식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열산화 온도 및 시간을 알아보고, Ti-Ag

계 합금의 임플란트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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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재료 및 방법

II-1. 연구 재료

Ti-Ag 합금 설계를 위하여 sponge Ti(순도 99.99%)과 입상 Ag(순도99.99%)를, 

대조군 시편 제조용으로 cp-Ti(Grade II,  Allegheny, Pittsburgh, Pennsylvania, USA)

과 Ti6Al4V(ELI, RMI, Ashtabula, Ohio, USA)을 사용하 다.

II-2. 연구 방법

1. 합금 제조 및 시편 제작

합금 용해를 위한 원소재는 sponge Ti과 입상의 Ag를 사용하 고 Ag 함량은 

각각 2.0 at%(Ti2.0Ag) 와 3.5 at%(Ti3.5Ag)로 하 다. 계량 후 아크 용해로를 이용

하여 30 g씩 용해하 고 3회씩 반복하 다. 용해에 의해 얻어진 주물은 조성 균질

화를 위하여 950℃의 온도가 유지된 진공로에서 72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주조 

편석을 제거하 다. 이것을 950℃에서 열간 압연하여 약 1 mm의 균일한 두께로 

만들고 이 때 생성된 산화물(scale)을 산세(불산:질산:증류수의 비, 1:3:7)하여 제거

하 다. 다시 950℃의 진공로에서 1 시간 동안 용체화 처리(solution annealing)하여 

열간 압연 시 발생한 석출물 등을 제거하고 상온의 수중에서 냉각(quenching)하

다. 이것을 10×10 mm 크기로 절단하고 600번 사포(emery paper)로 연마한 후 아세

톤 및 에틸 알코올로 초음파 세척하 다.

2. 열산화

위 과정에 의해 준비된 Ti-Ag 합금 및 대조군의 열산화를 위하여 muffle 

furnace 안에서 대기중 열처리하 다. 400, 600, 800℃에서 각각 0.5, 1, 4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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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후 공냉하 다. 

3. 주사 전자현미경 분석

열산화된 시편의 표면 산화층 형성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

(Kevex Superdry, model S-2700, Hitachi, Japan)을 사용하 다. 이 때의 배율은 관찰 

목적에 따라 4,000, 15,000 배 다. 

4. 표면 거칠기 분석

열산화한 시편 표면의 산화층 형성 양상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접촉

식 표면조도계(Surftest profilometer, model SV-600, Mitutotyo, Kawasaki, Japan)를 이

용하 다. stylus 지름은 5 ㎛, contact force는 0.4 gf, sample length 및 cut-off length

는 0.8 mm, scan length는 4 mm, 1 pitch(㎛)당 sample point는 800, scan speed는 0.2 

mm/sec이었다. 측정부의 거시적 굴곡이 측정값에 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waveness의 향을 배제한 RR mode로 측정하 으며 임의의 3곳을 골라 1회

씩 총 3회, 600번 사포(emery paper)에 의한 연마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측정하

다. 측정결과에 표면 거칠기의 평균값 Ra, 최저값과 최고값의 차이인 Rmax를 기

록하 다. 

또한, 산화물 형성의 미시적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표면 조도계

(Non-contact surface roughness profilometer, Intek Plus, model accura 1500F, Seoul, 

Korea)를 사용하여 Ra, Rmax 및 3차원 표면 형상을 측정하 다. 시편당 임의의 3곳

을 골라 1회씩, 총 3회 측정하 으며 수직 분해능은 1 nm, 상 배율은 100배, 

pixel 수는 100×100, 1회 측정 역은 0.19 mm×0.19 mm, sampling은 1.92 ㎛ 다. 

5. 단면 관찰

시편을 세로로 정렬하여 포매한 뒤 2,000번 사포까지 연마하고 불산:질산: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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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비를 1:3:5로 하여 에칭한 후 배율 500배의 금속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6. 색차색도 분석

시편 표면의 산화정도에 따른 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색차

색도계(Spectrophotometer, model CM-S7w,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색도 

및 반사도를 측정하 다. 산화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시편에 대하

여 임의의 2곳을 각각 2회씩 관찰하 으며, 명도 L*, 채도지수 a* 
및 b*, 반사도, 

색차 ΔE를 측정하 다.  이 때, CIE 표준광원 D65를 광원으로, 반사각은 10°, 반

사파장의 측정은 가시광선 역인 400-700 nm 범위에서 10 nm 간격으로 하 다. 

조건등색(metamerism)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다양한 조건에서 열처리

한 시편이 가지는 겉보기 색상의 경향만을 체계화하고자 하 다.

7.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ometry) 

시편의 표면 산화물 종류 및 성장 속도를 정성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

석(model D-Max Rint 2400, Rigaku, Japan)을 행하 다. 이 때, Cu Kα 1선을 이용하

여 scan range 20°～80°, scan rate 4° / min으로 상을 분석하 다. 

8. XPS 분석(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φ 5700 ESCA System, Perkin-Elmer, Minnesota, USA)를 이용하여 열산화된 

시편 피막을 정량 분석하 다. X-선 광원은 Al Kα (1486.6 eV), analyzer의 투과능

은 23.5 eV이었다. 분석하는 동안 기본 기압은 1-5×10-10 torr 으며 각 원소들의 결

합에너지는 adventitious C1s (285 eV)를 기준으로 보정되었다. 산화물 피막의 깊이

에 따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조사각을 45°로 하 다. 시편 표면의 오염된 탄소층은 

전체적인 신호를 약화시켜 분석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ion sputtering을 0.5 분

씩 하면서 전조사 spectrum을 관찰한 후 오염된 탄소층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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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모든 자료는 Savitsky와 Golay의 방법으로 smoothening 처리하 으며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산란에 의한 기여를 제거하기 위하여 Shirly 바탕 신호

를 제거한 후 Gaussian-Lorentzian법으로 곡선을 구성하 다. spectrum은 ±0.1 eV의 

범위 내에서 분석하 다.

9. 섬유아세포의 세포 독성 실험(MTT test)

세포 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쥐(mouse)의 섬유아세포인 L-929세포(fibroblast 

connective tissue of 100-day old male mouse)를 사용하 다.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이 첨가된 RPMI(Gibco, U.S.A)를 배지로 사용하여 37°C, 

5% CO2, 100% 습도를 유지하는 CO2 배양기(VS-9108MS, Vision Scientific Co.,  

Korea)내에서 세포를 배양하 다.

시편을 10 × 10 × 1.0 mm로 절단한 후, 600번 사포까지 연마하여 각각 400, 

600, 800℃에서 1 시간 열처리 하 다. 각각 에탄올과 증류수 안에서 초음파 세척

한 후 증류수에서 멸균처리하여(121℃, 1 시간) 이온 용출물을 만들었다. 

섬유아세포의 농도를 2.0 × 105 cell/㎖로 분산하고, 각 0.18㎖씩 96-well에 분주

하여 상기 CO2 배양기 내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용출물을 well당 0.02 

㎖씩 분주하여 배양기에서 다시 5시간 동안 배양하 다. 대조군에는 RPMI 배지 

0.02 ㎖만을 분주하 다. 다시 PBS(phosphate-buffered saline)에 녹인 MTT(3-(4,5 

dimethylthiazol-2-u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용액(5.0 mg/㎖) 0.05 ㎖을 각 
well에 넣고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와 MTT 용액을 버리고, 여기에 

dimethylsulfoxide 0.05 ㎖를 각 well에 넣고 결정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잘 흔든 후 

ELISA plate reader로 570 nm에서 각 시편의 흡광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세

포 독성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 평가하 다.

10. 골아세포 증식 실험

골아세포의 증식을 측정하기 위해 유사전구골모세포인 MC3T3-E1(Dr. Kume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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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kai Dental University, Japan)을 사용하 다. 10% FBS(fetal bovie serum)와 1% 

antibiotic-antimycotic(Gibco, U.S.A)이 첨가된 α-MEM(alpha modified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Gibco, U.S.A)을 배지로 사용하여, 세포독성실험에 쓰인 것과 동일

한 CO2 배양기 내에서 배양하 다.

시편을 10 × 10 × 1.0 mm로 절단한 후, 600번 사포까지 연마하여 400, 600, 

800℃에서 1 시간 동안 열처리 하 고, 세포 배양접시(polystyrene petry dish)를 실

험군의 시편과 동일한 크기로 잘라 만든 것을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 다. 실험

군은 절단 후 각각 에탄올과 증류수로 초음파 세척 하 으며, 대조군 시편은 증류

수 세척하 다. 모든 시편은 시험 전 E-O gas로 소독하 다. 골아세포 증식 시험

에 사용된 총 시편은 대조군 6개, 시험군 72개로, 배양 2, 4일에 각각 3개씩의 시

편과 세포를 처리하 다. 

시편 위에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원심 분리하여 수집한 세포의 초기 농도

를 1.0 × 105 cell/㎖로 분산하 다. 6-well plate 안에서, 200 ㎕의 세포현탁액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편 표면에 떨어뜨린 다음 배양기 내에서 2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광학 현미경(CK 2, Olympus, Japan)으로 세포 부착을 확인하고 1.8 ㎖의 
배양액을 첨가하 다. 매 2일마다 배지를 교환하 으며 세포 증식도를 연구하기 

위해 배양 2, 4일에 세포수를 측정하 다.

각 측정 시기에 배양액을 제거한 후 0.05% trypsin-EDTA(Gibco, U.S.A)로 세포

와 시편을 동시에 처리하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세포수

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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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III-1. 표면 형상 -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400, 600, 800℃에서 각각 30분, 1시간, 4시간 동안 열산화하여 얻은 cp-Ti, 

Ti6Al4V, Ti2.0Ag 및 Ti3.5Ag 합금 시편의 표면 형상(surface topography)을 주사전

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1에 제시하 다. 열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에는 표면 연마 과정에 의해 형성된 스크래치 형상이 분명하 으며, cp-Ti의 경우 

원재료가 가지는 인성(toughness)에 의하여 연마 상태가 타 시편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Ti6Al4V과 Ti2.0Ag는 상대적으로 거칠기가 작았고 Ti3.5Ag가 중

간 정도를 보 다. 

열산화된 시편의 표면은 온도와 시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산화물이 형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0℃의 열처리의 경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마흔 사이의 골이 얇은 산화막으로 채워져서 점점 평탄해졌다. 

 600℃로 열처리한 경우 산화물 피막 두께가 증가할 때 스크래치의 골과 마루
의 방향으로 피막이 성장하며 산화물의 결정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i-Ag 합금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상대

적으로 Ag 함량이 많은 Ti3.5Ag는 600℃, 30분 열처리에서도 산화물 핵의 부피 성

장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00℃ 열처리한 모든 시편에서는 산화물이 모재 표면을 도포하여 상당한 정도
로 성장하 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형의 산화물로 결정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으

며 cp-Ti와 Ti6Al4V에 비하여 Ti-Ag 합금의 산화물 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cp-Ti과 Ti-Ag 합금은 유사한 표면 형상을 보이지만 Ti6Al4V은 산화거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800℃에서 열처리한 경우 Ti6Al4V은 주사전자현미경 상상 회

색과 흰색의 두 종류의 산화물이 관찰되며 흰색 구형 입자는 주로 표면 최외곽에 

형성되었다. 

800℃에서 열처리한 Ti6Al4V은 산화물 피막이 약한 기계적 힘에 의하여도 분

리되었다. 박리된 시편의 모재쪽 산화물 양상을 관찰한 결과 산화층 최외곽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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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hr 400℃ 600℃ 800℃

cp-Ti

        
2.0 um2.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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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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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topography of specimens by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15,00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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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hr 400℃ 600℃ 800℃

Ti2.0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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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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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3.5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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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topography of specimens by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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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Outer surface topography of the Ti6Al4V oxide layer treated at 800℃ for 
4hrs, (a); its matrix-side surface with the oxide layer detached, (b) (×15,000).

2.0 um2.0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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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작은 입자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계면에도 흰색 및 회색 입자가 혼

재하며 표면 최외곽 층보다는 흰색의 입자가 덜 분포되어 있었다(Fig. 2).

III-2. 접촉식 표면 거칠기

각 온도에서 열처리 시간이 변하면서 대체적으로 Ra 및 Rmax 값이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이는 열처리 하기 전의 원시편이 가

지는 거시적 굴곡의 마루가 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 분압의 도움으로 

초기 산화물 성장의 중심부로 작용하고 점차 산화물이 표면을 도포함에 따라 골

이 메워진 후 다시 마루가 2차 성장의 중심부로 작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

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찰 부분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III-3. 비접촉식 표면 거칠기

열처리 온도와 시간에 따른 Ra 및 Rmax 값의 변화를 Table 2에 제시하 다. 전

반적으로 온도 증가에 따라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 고, 특히 Ti-Ag계 

합금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표면 거칠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4. 광학현미경 단면 관찰 

800℃로 열처리한 모든 시편의 모재/산화층 경계면을 500배로 확대하여 광학현

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산화막이 모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Fig. 3), 색차색도 측

정결과를 통하여 예측했던 것보다 약 10-100배 가량 큰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분

리된 거리는 대략 10㎛ 내외 다. 그러나 600 및 400℃에서 열처리한 경우는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경계면에서 산화층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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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face roughness(contact type) measurement deduced
      to Ra and Rmax 

[unit: ㎛]

control
400℃ 600℃ 800℃

0.5 1 4 0.5 1 4 0.5 1 4

cp-Ti
 Ra 0.13 0.23 0.16 0.17 0.16 0.27 0.24 0.15 0.15 0.18

 Rmax 4.28 2.98 1.48 3.35 2.10 3.27 2.59 1.64 2.70 5.50

Ti6Al4V
 Ra 0.13 0.083 0.15 0.086 0.12 0.12 0.12 0.17 0.26 0.29

 Rmax 1.83 1.00 3.69 1.40 2.19 2.27 2.56 2.02 3.33 2.04

Ti2.0Ag
 Ra 0.10 0.14 0.18 0.13 0.11 0.10 0.25 0.13 0.12 0.23

 Rmax 1.52 3.38 2.93 1.61 3.75 2.87 4.71 2.30 0.83 2.57

Ti3.5Ag
 Ra 0.095 0.13 0.14 0.20 0.11 0.21 0.12 0.11 0.11 0.15

 Rmax 1.32 6.02 2.44 3.11 0.99 3.26 2.88 2.85 2.20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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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face roughness(noncontact type) measurement deduced to 
        Ra and Rmax 

[unit: nm]

control
400℃ 600℃ 800℃

0.5 1 4 0.5 1 4 0.5 1 4

cp-Ti
 Ra 0.48 0.39 0.46 1.23 0.51 0.55 0.44 0.43 0.37 0.34

 Rmax 6.25 5.05 4.92 13.81 5.77 5.99 4.98 9.22 5.90 9.58

Ti6Al4V
 Ra 1.59 0.73 0.49 1.33 0.41 0.47 0.92 0.81 0.60 1.43

 Rmax 8.33 5.37 4.72 12.43 5.59 9.08 7.37 12.30 17.68 25.84

Ti2.0Ag
 Ra 0.61 0.83 1.54 0.71 1.35 0.91 2.84 1.10 1.31 2.35

 Rmax 5.14 6.52 18.35 6.13 8.42 19.78 50.06 7.56 20.06 32.57

Ti3.5Ag
 Ra 1.59 1.03 1.04 0.85 0.81 1.08 1.19 0.77 2.53 1.25

 Rmax 9.51 15.81 15.77 8.09 13.83 9.24 10.11 9.56 39.92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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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m10 um

Fig. 3. Appearance of matrix/oxide film interface in a typical specimen treated at 
800 ℃. The oxide film(white layer at right side) separated from the matrix 
and pores trapped in the film are observed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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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5. 색차색도 분석 

표면 산화층에 대한 색 측정 결과를 Fig. 4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의 명도 즉, 색의 밝기(L*)는 Ti6Al4V과 Ti2.0Ag가 80 이상으로 높

았고, cp-Ti이 78.63으로 중간, Ti3.5Ag가 70.84로 가장 낮았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모든 시편은 금속광택, 즉 반사능이 높은 표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와 b*

는 

채도 지수로서 각 값의 +와 -는 각각 적색 및 황색, 그리고 녹색 및 청색으로의 

변이를 나타내며 육안 관찰에 의한 자극치직독을 계량화하기 위한 변수이다.   

400℃에서 열처리한 경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채도, 즉 색의 세기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00℃와 800℃보다 채도의 변화 속도가 크게 나타났다. 

모든 시편에 대해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색의 변화가 뚜렷하 고, 시편의 종류

에 따라 색이 달랐다. 400℃에서 열처리된 경우는 모든 시편에서 황색 또는 금색
을 보 으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색이 진해지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600℃의 경우, 시편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을 띠는 경향이 분명하 다. 육안 

관찰 결과, Ti6Al4V은 청색 또는 남색을 띠었고, cp-Ti, Ti2.0Ag, Ti3.5Ag은 황색, 

자주색, 청색, 녹색 등이 옅게 혼합된 양상을 보 다. 800℃의 경우, cp-Ti과 Ti-Ag 

합금은 회색을 띠었고,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밝기가 감소하 다. 한편, 

Ti6Al4V은 이 온도에서 짙은 갈색을 띠었고,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색이 

점차 짙어졌다. 산화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열처리 시간이 매우 긴 경우, 불투명한 

흰색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각 시편은 같은 열처리 온도에서 매우 비

슷한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색차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색차식,

ΔE= [ (ΔL*)
2
+ (Δa *)

2
+ (Δb *)

2
]
1/2

을 이용하여 각 열처리 온도의 시간에 따른 색차를 계산하고 이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시편의 반사도(% reflectance)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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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earance of specimens when observed with naked eye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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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earance of specimens when observed with naked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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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a*-b* measurement

control 400℃ 600℃ 800℃

L* a* b* hr L* a* b* L* a* b* L* a* b*

cp-Ti 78.63 0.77 4.45

 0.5 63.84  2.76 25.13 70.63 -4.21  5.10 61.59 -0.87 -2.85

 1 57.09  5.56 36.30 59.95  7.10  3.17 57.97 -0.87 -1.45

 4 52.82  8.49 43.01 59.31  0.74  2.41 71.86 -1.08  3.42

Ti6Al4V 80.02 0.29 3.5

 0.5 72.15  0.79 12.83 60.54 -2.45  4.73 42.18  5.65  7.91

 1 68.08  1.31 16.53 67.40 -6.87  0.61 38.07  9.27 13.56

 4 63.49  2.24 25.41 54.81 -2.82  7.99 39.11  7.12  8.69

Ti2.0Ag 80.28 0.64 4.53

 0.5 61.77  3.52 28.05 64.34 -3.63 -3.41 57.97 -0.48 -2.13

 1 61.35  3.77 33.51 61.45  1.61  5.14 57.37 -0.91 -1.16

 4 48.00 11.81 45.73 58.46  6.56  1.91 64.68 -2.05  2.23

Ti3.5Ag 70.84 0.94 4.02

 0.5 58.80  4.10 30.41 68.92 -0.97 17.78 55.55 -0.02 -2.62

 1 60.90  3.99 33.66 53.35 -0.02  3.02 60.26 -0.58 -2.28

 4 43.25 16.26 41.21 54.18 -1.03  2.40 66.90 -1.25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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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ue-difference ΔE between adjacent specimens

S pec im ens
Tem perature , ℃

400 600 800

  cp-Ti 0.5h-Ti 1h 13.35 15.67 23.03

  cp-Ti 1h-Ti 4h  3.88  6.44  5.48

  cp-Ti 4h-Ti64 0.5h  8.48  4.13  1.22

  Ti64 0.5h-Ti64 1h 14.72  9.14 19.80

  Ti64 1h-Ti64 4h 36.66 15.15  8.14

  Ti64 4h-Ti2.0 0.5h 30.76 14.88 20.27

  Ti2.0 0.5h-Ti2.0 1h  5.53 10.44 10.54

  Ti2.0 1h-Ti2.0 4h  7.87  6.62  3.87

  Ti2.0 4h-Ti3.5 0.5h 10.04 20.44  4.76

  Ti3.5 0.5h-Ti3.5 1h  5.42 21.48 22.78

  Ti3.5 1h-Ti3.5 4h  3.40   1.45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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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the spectrophotometer measurement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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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the spectrophotomete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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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은 파장이 증가할수록 반사도가 높아졌고 그 값은 Ti6Al4V, 

cp-Ti, Ti2.0Ag, 그리고 Ti3.5Ag의 순서로 낮아졌다. 

대체적으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하면 각 파장에서의 반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400℃에서는 조사된 파장이 커짐에 따라 반사도가 직선적으로 증가하
고, 4시간의 경우 짧은 파장대에서 Ti6Al4V을 제외한 cp-Ti, Ti2.0Ag, Ti3.5Ag에서 

빛의 흡수가 관찰되었으며 열처리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값이 장파장 쪽으

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 다.

600℃ 열처리의 경우, 시편 종류와 열처리 시간에 따라 반사도의 변화가 심하

다. 시편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열처리 시간에 대해 최대 반사단과 흡수단이 달

랐고 곡선의 양상도 차이를 보 으나 Ti6Al4V의 경우에는 500-550 nm에서 반사도

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 다.  

800℃에서 열처리한 경우 Ti6Al4V을 제외한 cp-Ti, Ti2.0Ag, Ti3.5Ag은 온도에 

따라서 유사한 반사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짧은 파장대의 역(～425 nm)에서 

최대 반사도를 보인 후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반사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온도에서 Ti6Al4V은 다른 시편에 비해 반사도가 현저히 낮았고 약 600 

nm까지의 모든 가시광선 역에서 고른 흡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6. X-선 회절 분석

 cp-Ti을 400℃로 열처리한 경우 열처리하지 않은 Ti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냈

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성장한 산화물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재의 

peak이 감소하고 Ti 산화물의 peak이 증가하는 경향을 잘 보이고 있었다(Fig. 6). 

표면 산화물 rutile(α -TiO2)은 600℃, 800℃ 시편에서 나타났는데 이때 우선성장 방
위가 JCPDS 목록(34-0180)에 따르는 주 peak 차례와 일치하 다. Ti 산화물의 하나

인 anatase(β -TiO2)는 600℃의 0.5 및 1시간 시편 표면에서 관찰되었으나 800℃ 또
는 4시간의 모든 시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600℃에서 열처리한 모든 시편의 
표면에서 Ti 산화물의 하나인 TiO가 발견되었으나 800℃의 경우 오직 4시간 시편
에서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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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6Al4V의 경우, 열산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시편에서 XRD 회절각은 열산화처

리를 거치지 않은 Ti의 값에 비하여 뚜렷이 증가하는, 즉 격자 상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6). 표면산화물 rutile은 600℃에서는 0.5시간 이후, 400, 80

0℃에서는 1시간 이후 나타났다. 이 때 rutile은 JCPDS 목록의 주 peak 순서와는 

다른 우선 성장 방향을 나타냈다. Fig. 6(c) 및 (d)의 R*, R**
와, R***, R****

는 그 강

도 순서가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비슷한 현상이 열처리되지 않은 Ti6Al4V에서도 

나타났는데 같은 그림에 나타낸 Ti6Al4V 모재의 T*** 및  T****
는 cp-Ti 모재의 T*, 

T**
와 그 우선 성장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Ti6Al4V의 표면에 나타난다고 일반

적으로 보고되는 corundum(α -Al2O3)이 800℃, 4시간 시편에 석출되었으나 XRD로 

명확히 검출될만한 양으로 전체 표면을 도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

나 Ti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TiO는 모든 조건 하의 Ti6Al4V 시편에서 분석되지 않

았다. 각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시간별 산화층 특성 변화는 상기한 열처리 시간에 

따른 온도별 경향과 일치하 다. 

Ti2.0Ag의 경우, 합금 원소 Ag를 첨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하지 않은 시

편은 주 peak의 순서가 cp-Ti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00℃에서 열처리
한 경우, 0.5 및 1시간에서 rutile이 먼저 성장하기 시작했으나 4시간 시편에서는 

TiO가 rutile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400℃와 600℃의 4시간 시편에서는 TiO가 성장
하 으나 800℃, 4시간 시편에서는 표면에 TiO 대신 Ti2O3가 상당한 양으로 성장한 
것이 확인되었다. 400℃와 600℃의 0.5 및 1시간 시편에서는 산화물 중 rutile만이 성
장하여 모재 Ti의 향을 줄이고 있으나 800℃에서는 Ti2O3가 성장하 다(Fig. 7). 

Ti3.5Ag의 경우, 모든 온도에서 0.5시간 시편은 Ti2.0Ag의 산화층 형성 경향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 다. 800℃의 경우 1 및 4시간 시편에서 Ti2O3 성장 속도
가 Ti2.0Ag의 경우에 비하여 빨랐으며 600℃의 경우 모든 시간의 시편에서 rutile
의 성장속도가 Ti2.0Ag의 경우보다 빠른 것이 확인되었다. 

Ti2.0Ag 및 Ti3.5Ag 공히, rutile 우선성장 방위는 대조군인 cp-Ti과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열처리 시간에 대한 실험군의 온도별 변화를 Fig. 7에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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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cp-Ti specimen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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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cp-Ti and Ti6Al4V 
speciemen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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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Ti6Al4V spec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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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Ti-Ag alloy specimen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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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Ti-Ag alloy specimen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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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X-ray Diffraction obtained from Ti-Ag allo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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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7. XPS 분석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화학종에 관한 결합에너지는 Table 5와 같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편의 표면에서 Ti2+, Ti3+, Ti4+ 가 혼재되어 존

재함이 관찰되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Ti2+
는 감소하고, Ti4+

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 Ti-Ag합금의 경우, Ti3+
와 Ti4+

의 혼재 비율이 약 25%:75%로 나

타났으며, cp-Ti과 Ti6Al4V은 대부분 Ti4+
로 존재하 다(Table 6). Fig. 8은 Ti2p에 

대한 각 합금들의 XPS 스펙트럼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O에 관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 O2-, OH-, H2O의 형태로 존재함이 관찰되었다. 

Ti-Ag 합금과 cp-Ti의 경우, O2-
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증가하고 OH-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Ti에 관한 스펙트럼과 종합 분석해보면 Ti이 산화물 형

태를 이루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i6Al4V은 cp-Ti과 Ti-Ag합금에 비해 

O2-
는 감소하고 OH-

는 증가하 다. 또한 Ti6Al4V의 경우, H2O가 다소 많이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Fig. 9는 O1s에 관한 XPS 스펙트럼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Ti과 O에 관한 분석 결과, Ti2+, Ti3+, Ti4+
는 각각 TiO, Ti2O3, TiO2 산

화물 형태로 존재함으로 나타났다.

Al과 V에 관한 스펙트럼 분석은 Ti6Al4V에 대해서만 행하 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Al은 metallic 상태의 Al과 Al3+
가 혼재된 상태를 보 다. 열처리 온도에 

따라 Al 분율은 증가하고 Ti 분율은 감소하 다. V에 관한 스펙트럼 분석 결과, 

V3+, V4+, V5+ 형태로 합금 표면에 존재하 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V4+
가 O와 반응한 VO2 산화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Table 8). Fig. 10과 11

은 Al2p와 V2p 스펙트럼에 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i-Ag 합금에 첨가된 

Ag는 합금 표면에 metallic silver 형태로 존재함이 관찰되었으며, Fig. 12는 Ag3d에 

관한 스펙트럼이다. Table 9는 각 시편에 대해 전조사 spetrum 상에서 얻은 주요 

원소 농도(atomic concentration)를 이용하여, O와 결합하는 Ti 및 (Ti+Al+V)의 원소 

농도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cp-Ti은 O/Ti 비가 2.17-3.06, Ti6Al4V합금은 

O/(Ti+Al+V)의 비가 1.80- 2.96, Ti-Ag합금은 O/Ti 비가 1.72-1.92를 나타내었다. Ti 

산화물의 경우, TiO2는 O/Ti비가 2, Ti2O3는 1.5로 표현 할 수 있으며, Ti-Ag합금은 

TiO2와 Ti2O3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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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inding energy of the chemical species

[unit: eV]

Chemical species Binding energy

Ti2p

Ti2+ 456.4

Ti3+ 457.7

Ti4+ 459.1

O1s

O2- 531.0

OH- 532.2

H2O 533.7

Al2p
Al 73.0

Al3+ 74.3

V2p

V3+ 515.9

V5+ 517.1

V4+ 517.3

Ag3d Ag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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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rea fractions of chemical species obtained from 

  Ti2p spectra of Ti alloys 

 

Untreated 400℃ 600℃ 800℃

cp-Ti

Ti2+  2.72  0.00  0.01  0.01 

Ti3+  6.70  1.91  0.09  0.09 

Ti4+ 90.58 98.08 99.90 99.90 

Ti6Al4V

Ti2+  0.01  0.02  0.02  0.02 

Ti3+  1.59  0.01  0.01  0.01 

Ti4+ 98.39 99.97 99.97 99.97 

Ti2.0Ag

Ti2+ 33.70  0.78  0.42  0.01 

Ti3+ 22.03 33.31 25.42 24.36 

Ti4+ 44.27 65.91 74.17 75.64 

Ti3.5Ag

Ti2+ 36.06  0.85  0.03  0.31 

Ti3+ 28.31 25.36 24.12 23.60 

Ti4+ 35.63 73.79 75.85 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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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i (untreated)     cp-Ti (600℃, 1 hr)

    Ti6Al4V (untreated)     Ti6Al4V (600℃, 1 hr)

Fig. 8. XPS Ti2p spectra obtained from Ti alloy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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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2.0Ag(untreated)    Ti-2.0Ag(600℃, 1 hr)

    Ti-3.5Ag(untreated)    Ti-3.5Ag(600℃, 1 hr)

Fig. 8. XPS Ti2p spectra obtained from Ti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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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rea fractions of chemical species obtained from 
  Ols spectra of Ti alloys

Untreated 400℃ 600℃ 800℃

cp-Ti

O2- 61.93 77.15 82.56 76.90 

OH- 35.62 17.53 14.73 10.34 

H2O  2.46  5.33  2.72 12.76 

Ti6Al4V

O2- 64.51 62.35 57.71 52.03 

OH- 28.52 32.12 38.68 43.20 

H2O  6.97  5.54  3.61  4.77 

Ti2.0Ag

O2- 71.18 87.31 89.15 89.20 

OH- 28.44 12.24 10.80 10.73 

H2O  0.38  0.45  0.06  0.07 

Ti3.5Ag

O2- 75.00 85.57 86.86 88.42 

OH- 24.35 14.04 12.54 11.50 

H2O  0.65  0.38  0.6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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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i (untreated)      cp-Ti (600℃, 1 hr)

  Ti6Al4V (untreated)    Ti6Al4V (600℃, 1 hr)

Fig. 9. XPS O1s spectra obtained from Ti alloy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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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2.0Ag (untreated)    Ti-2.0Ag (600℃, 1 hr)

   Ti-3.5Ag (untreated)    Ti-3.5Ag (600℃, 1 hr)

Fig. 9. XPS O1s spectra obtained from Ti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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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rea fractions of chemical species obtained from Al2p and V2p
  spectra of Ti6Al4V 

Untreated 400℃ 600℃ 800℃

Ti6Al4V

Al 39.01  0.08  0.08  0.07 

 Al3+ 60.99 99.92 99.92 99.93 

 V3+ 67.87 18.02 12.95 10.25 

 V5+  0.00 50.86  7.32  9.36 

 V4+ 32.13 31.11 79.73 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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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6Al4V (untreated)    Ti6Al4V (600℃, 1 hr)

Fig. 10. XPS Al2p spectra obtained from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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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6Al4V (untreated)     Ti6Al4V (600℃, 1 hr)

Fig. 11. XPS V2p spectra obtained from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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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2.0Ag(untreated)     Ti-2.0Ag(600℃, 1 hr)

   Ti-3.5Ag(untreated)    Ti-3.5Ag(600℃, 1 hr)

Fig. 12. XPS Ag3d spectra obtained from Ti-Ag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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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O/Ti and O/(Ti+Al+V) ratio 

Untreated 400℃ 600℃ 800℃

  cp-Ti 2.24 2.44 2.17 3.06 

  Ti6Al4V* 1.93 2.96 1.80 1.81 

  Ti2.0Ag 1.92 1.79 1.78 1.92 

  Ti3.5Ag 1.79 1.72 1.87 1.79 

* O / (Ti + Al + V)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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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8. 섬유아세포의 세포독성(MTT 실험) 

   열산화된 Ti계 합금이 섬유아세포 독성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섬유

아세포인 L-929에 대한 세포 독성을 MTT 실험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용출액을 

첨가한 모든 실험군에서 섬유아세포의 생존률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Fig. 13). 

cp-Ti(400℃), Ti6Al4V(400℃), Ti6Al4V(800℃) 및 Ti2.0Ag(400℃)는 91～92%, 

cp-Ti(600℃), Ti2.0Ag(800℃) 및 Ti3.5Ag(400℃)는 99% 가량의 세포 생존률을 보

다. cp-Ti(800℃), Ti6Al4V(600℃), Ti2.0Ag(600℃), Ti3.5Ag(600℃) 및 Ti3.5Ag(800℃)

는 100%를 다소 넘는 세포 생존률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i계 합금의 용

출물은 섬유아세포의 생존에 거의 향을 미치지 않았다. 

III-9. 골아세포 세포증식도 

   시편에 세포를 접촉시켜 MC3T3-E1 세포를 배양하면서 각각 2, 4일에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polystyrene petry dish)에서는 2일차에 세포수가 크게 증가하다 

4일차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실험군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세포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Fig. 14). cp-Ti(400℃), cp-Ti(800℃), Ti2.0Ag(40

0℃), Ti2.0Ag(600℃)및 Ti2.0Ag(800℃)에서는 2일차에 세포수가 감소하다 4일차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다른 실험군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세포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Ti3.5Ag의 경우, 400℃에서 열처리한 시편에서 가장 
많은 세포수를 보 지만 그 외 모든 합금계에서는 600℃에서 열처리 한 시편에서 
가장 많은 세포수 증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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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valuation result of cytotoxicity to L929 by the MT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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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of proliferation of cell-MC3T3-E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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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of proliferation of cell-MC3T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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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총괄 및 고찰

최근 치과용 금속 임플란트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긴 한 골

유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Albrektsson와 Jacobson, 1987). 골유착도가 증가하면 임

플란트 수명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골유착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 표면 거칠

기, 모재 합금의 표면 조성, 그리고 표면 에너지 등이 생물학적 반응 및 임상적 

기능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가 향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Walivaara 

등, 1994; Den Braber 등, 1995). 예를 들어, 임플란트 표면이 거친 경우에 골아세

포 증식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증명되었다(Den Braber 등, 1995). 또한 표면 조

성과 거칠기가 표면 에너지에 향을 줄 수 있고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젖음성

(wettability)이 높아져서 골유착 경계부와 잘 반응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fixture의 표면처리를 4 종류로 세대구분하고 있다. 제 1세

대에는 표면처리 없이 단순절삭가공만을 거쳐서 생산되었으며 Brånemark Ⅲ 및 
Ⅳ, 3i 초기형, Restore 초기형, Astra 초기형, Avana 기본형 등이 이에 속한다. 제 2

세대에는 HA(hydroxylapatite) coating, TPS(thermal plasma spray) coating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HA coating 법으로는 Steri-Oss HA coating, Bicon HA coating, 

Biohorizon D4, 그리고 Frialit-2 HA coating 등이, TPS coating 법으로는 ITI TPS 

coating, Bicon TPS coating, Biohorizon D3, 그리고 Frialit-2 TPS coating 등이 있다. 

제 3세대는 blasting(Al2O3, TiO2, HA) 및 acid etching으로 특징지어지며 TiO2 

blasting법으로는 Astra와 Ankylos, HA blasting법으로는 Paragon SBM과 Restore 

RBM, etching법으로는 Avana bio-treated, 3i double acid etching법으로는 ITI SLA, 

Biohorizon D2, Steri-Oss Replace, 및 Frialit-2 DPS 등이 제조되었다. 제 4세대에는 

surface pore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결법(sintering)으로는 Endopore, 전기화학적 산화

(electrochemical oxidation)는 Brånemark Ti-Unite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평균표면거칠기(Ra)에 기초하여, Ra가 1 ㎛ 이하일 때 
smooth, 1 ㎛를 초과할 때 rough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가공된 순수 타

이타늄의 Ra는 0.53에서 0.96 ㎛ 범위에 있고(Wennerberg 등, 1993, 1998)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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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 재료의 등급, 모양 그리고 공구의 예리한 정도에 의존한다고 하 다. 

이러한 표면 거칠기로 나타내어지는 표면 형상은 특정 세포의 방향과 이동에 

향을 미치고, 세포의 모양과 기능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Brunertte 

등, 1999; Chehroudi 등, 1990; Chou 등, 1998; Qu 등, 1996). 이 관점에서 보아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 중 열처리를 거친 것은 모두 smooth한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산화를 통하여 표면을 rough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Ra 값이 상승과 하

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열처리 하기 전의 원시편이 가지는 거시적 굴곡의 마

루가 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 분압의 도움으로 초기 산화물 성장의 중

심부로 작용하고 점차 산화물이 표면을 도포함에 따라 골이 메워진 후 다시 마루

가 2차 성장의 중심부로 작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양상

을 보이는 대표적인 SEM 사진(800℃에서 각각 2 및 4 시간 열처리한 Ti6Al4V, 

×4,000, 15,000)을 아래의 Fig. 15에 나타내었다. 

표면 에너지를 높임으로서 체내 매식재에 골유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rough한 임플란트 표면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플라즈마 용사 코팅법이다. 플

라즈마 용사 코팅은 Ti과 수산화인산칼슘(HA)을 금속 모재에 약 10-40 ㎛ (Ti)와 

약 50-70 ㎛ (HA) 두께로 코팅하는데 사용된다. 코팅 두께는 입자 크기, 충돌 속도

와 시간, 온도, 그리고 비행거리 등에 의존하며 이 때 Ra는 Ti와 HA 용사의 경우 

각각 1.82 ㎛ 및 1.59-2.94 ㎛ 가량이었다(Wennerberg 등, 1993).

여러 직경의 입자를 사용하는 blasting도 표면 개질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 임

플란트에 alumina 또는 titania 입자가 충돌하면 마멸에 의하여 불규칙한 표면이 형

성되는데 이 때 표면 거칠기는 입자크기, blasting 시간, 압력, 그리고 비행거리 등

에 의존한다. 이 중에서도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Ra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

한데 평탄한 Ti 표면을 25, 75 및 250 ㎛의 알루미나 입자로 blasting하 을 때 

1.20, 1.43, 그리고 1.94-2.20 ㎛의 Ra 값을 보 다(Wennerberg 등, 1997, 1998). 

화학 에칭(chemical etching)은 표면 거칠기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한 방법이다. 

금속 임플란트를 산 용액에 침적하면 표면이 침식되어 특정한 크기와 모양의 pit

를 만들고 산의 농도, 시간, 그리고 온도가 화학적 공격과 표면의 미세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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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7.5 um7.5 um                        2.0 um2.0 um

(c) (d)

Fig. 15. SEM photographs showing change in surface flatness after 
2hrs((a), (b)) and 4hrs((c), (d))(×4,000((a), (c)), ×15,000((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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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인자들이다. 1996년에 염산과 황산의 혼합용액으로 표면 에칭된 임플

란트(Osseotite, Implant Innovations, Palm Beach Gardens, FL)가 출시되었다. torque 

removal에 대한 저항성이, 기계 가공된 임플란트 표면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크게 

나타났고, 0-36개월 동안의 매식 연구에서 총 성공률은 93.7% 다(Sullivan 등, 

1997).

최근에, 큰 grit으로 sandblasting한 후 acid-etching하는 표면 개질 기술이 도입되

었다(SLA, Straumann)(Buser 등, 1998). 이 표면은 250-500 ㎛의 blasting 공정에 의

해 형성된 후 염산-황산 용액으로 에칭되었다. 에칭된 표면의 Ra는 1.3 ㎛이었고, 

sandblasting과 산 에칭을 동시에 처리한 표면의 Ra는 2.0 ㎛ 다(Buser 등, 1998). 

이 표면을 갖는 임플란트의 torque removal은 산 에칭으로만 처리한 표면보다 증가

하 고(Buser 등, 1998) 6주 동안의 치료기간 후 임플란트와 골 사이의 접촉이 

60-70% 이루어 진 것으로 밝혀졌다(Buser 등, 1991).

소결법에 의한 다공성 표면은 금속 또는 세라믹의 구형 분말들이 임플란트의 

금속 코어에 부착하면서 형성되는데 날카로운 첨단이 없다는 점에서 소위 rough한 

표면과 구별된다. 다공성 표면은 공공의 크기, 모양, 체적, 그리고 깊이에 의해 특

징지어지며, 소결 공정 중 구형 입자의 크기, 소결 온도 및 압력에 의존하게 된다. 

pore의 깊이는 입자 크기(44-150 ㎛), 단위 면적당 입자 수, 코팅 두께(대개 3000 

㎛)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공 깊이가 150-300 ㎛일 때 골 성장에 가장 적합하며 세
포와의 최대 접촉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byn 등, 1980; Hosaka 등, 1987). 

공공의 모양은 생물학적 현상에 향을 주지 않지만 공공의 부피(즉, % 기공도)는 

골성장부가 금속표면과의 접촉점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한다. Story 등은,  

9%의 기공도 감소는 하악 견치에 12주 매식후 12%의 골성장의 감소를 가져왔다

고 하 고, 다공성 표면을 갖는 임플란트는 trabecular bone adaptation에 향을 줄 

수 있다고 하 다(Story 등, 1998).

다공성 코팅 임플란트의 임상 실험은 4년 동안 95%의 성공률을 보 고, 기계 

가공된 임플란트에 비해 표면적이 3배 증가한 다공성 임플란트는 골내 매식부를 

비교적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보고되었다(Deporter 등, 1998). 다공성 코팅 임

플란트는 성장인자를 포함할 수 있고 표면적이 증가된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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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Agrawal 등, 1997). 본 연구에서 이용

된 열산화법은 상기한 여러 표면 개질법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조성이 다른 각 시편이 입사 표준 

태양광(D65)을 반사하는 양상을 분석하 다. 각 시편이 나타내는 색은 반사광이 

간섭한 결과이고 따라서 결정질 표면 산화물 층의 상대적인 두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llipsometry를 이용한 Fukuzuka 등의 보고(이상 Fukuzuka 등, 1980)에 의

하면 Ti의 표면 산화물층 두께가 100 Å 이하인 경우 무색, 100-250 Å, 250-700 

Å, 700-1700 Å 그리고 1700 Å을 초과한 경우 각각 황색, 청색, 청색-녹색, 그리

고 흰색을 띤다고 하 다. 따라서 시편 표면의 반사를 분석하여 산화물층의 두께

를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400℃ 열처리 시편은 전반적으로 황색 혹은 금색(yellow or golden 

yellow)을 띠었고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채도가 증가하고 명도는 감소하

다. 800℃ 열처리 시편의 경우 Ti6Al4V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회색을, 600℃ 시
편들은 400과 800℃ 사이의 전이특성을 띠고 있었다. 그러므로 400, 600, 800℃ 시
편군은 각각 100-250, 250-700, 1700 Å 이상 두께로 산화물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600℃에서 여러 색이 혼합되어 일종의 전이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 시편 상에 
국부적으로 다른 두께의 산화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표준 

시편으로 사용한 10 mm×10 mm 과 비교했을 때 5 mm×5 mm 시편은 훨씬 균일한 

색조를 나타냈는데 이것 역시 해당 시편이 균일한 산화물 층 성장을 가능하게 하

는 넓이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열처리 과정에서 균일한 열의 

구배를 형성하기 위하여 갖춰져야 할 시편의 최적 형상 조건과 온도 및 열처리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한 가지의 표준광에 대한 반사 양상 분석만으로도 산화물 형성 경향을 추측하

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광원 하에서 판단되는 자극치직독의 

차이에 대한 metamerism 분석 대신 색차분석을 하 다. 계량화된 색차는 육안으로 



- 53 -

판단하는 색도차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색차와 산화물 종류 및 두께 변화에 

대한 통계적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속현미경을 이용하여 500 배로 모재/산화층 계면을 관찰한 결과 800℃에서 
열처리된 모든 시편에서는 산화층이 모재에서 약 10 ㎛ 가량 분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공냉의 효과, 즉 이슬점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수증기가 산화

층 내부 그리고 산화층과 모재의 계면 사이에 응결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증기가 급격하게 응결하여 재료 사이에 침입하여 갇히거나 다시 증발하는 과정

에서 모재보다 상대적으로 덜 치 하고 응력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산화층을 파

괴하거나 부피를 급격히 팽창시키고 산화층 내부에 기공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

는데 이것은 Fig. 3에 보인바와 같이 대단히 두꺼운 산화층, 그리고 그 안에 존재

하는 기공의 존재로써 확인된다. 이러한 박리 현상은 800℃ 시편의 산화층이 대체
적으로 모재와의 접착력이 부족하다는 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단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포매 재료로 사용한 레진이 수축하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관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00℃ 이하에서 열처리된 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금속 현미경으로는 모재에 치 하게 부착되어있는 산화층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

다. 따라서 후술되는 생체 적합성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열산화에 가장 적합한 온

도는 600℃ 부근일 것으로 판단된다. 

Ti6Al4V의 표면에서, 산화의 초기단계에 TiO2의 얇은 피막과 함께 발생한 구형

의 Al2O3 핵은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성장해 나간다. 

Ti6Al4V 합금의 열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두 가지 반응과 그에 필요한 Al

과 Ti의 활동도 및 최소 활동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Al2O3와 TiO2의 층 형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2Al(s) + 3/2O2(g) = Al2O3(s)

Ti(s) + O2(g) = TiO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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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Luthra, 1991)에 의하면 Ti-Al 이원계 합금 내에서는 Ti의 활동도가 Al

의 활동도보다 약 104
배 가량 크기 때문에 TiO2 피막이 대기/모재 계면에 우선 형

성되어 모재 표면이 대기 환경으로부터 격리되고 이 때 TiO2/모재 계면에서 산소

의 분압은 TiO2 해리 분압에 이를 정도로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낮은 산소 분압

하에서는 각 온도에서 Al2O3를 형성하기 위한 Al의 최소 활동도가 상대적으로 높

아지고, 이 때 TiO2/모재 계면에서의 반응 2Al(s) + 3/2O2(g) → Al2O3(s)은 평형상

태를 이룬다. 더구나 첨가된 V이 Al의 활동도를 낮추기 때문에 alumina 장벽의 형

성을 억제하게 된다(Becker 등, 1992). 또한 TiO와 Ti2O3 등이 같이 생성된다면 Al

은 이러한 산화물에 용해되고 계면에서 Al의 활동도가 감소하게 된다. alumina 층

이 산화물과 모재의 계면에 형성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기/TiO2 계면

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이 높은 산소분압은 Al2O3 형성에 요구되는 Al 최소 활

동도를 다시 감소시킨다. 한편 Al, Ti 모두 모재 내부로부터 대기/TiO2 계면 쪽으

로 확산해 나가지만 산소가 먼저 TiO2/모재 계면으로 확산해 들어가 Ti와 반응함

으로써 TiO2 두께가 증가한다. 따라서 Ti은 산화층/모재 계면 바깥쪽으로 확산해 

나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Al이 바깥쪽으로 용이하게 확산해 나가므로 대기/TiO2 

계면에 Al2O3층이 형성되는 것이 속도론적으로 더 수월해진다. 

일단 이러한 2중 산화층이 형성되면 Al 원자의 바깥(대기)쪽 확산에 의하여 

Al2O3 층은 바깥쪽에, O2의 안(모재)쪽 확산에 의하여 TiO2는 안쪽으로 자라난다. 

2중 산화층 생성 초기에는 산화층의 소성변형(plastic flow)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만 이 한계를 벗어나면 산화물과 모재의 팽창계수 차이에 의하여 경계에서 균열

이 발생하고 Al2O3와 TiO2 층 사이를 따라 미세한 틈(gap)이 형성된다. 이 틈으로 

다시 높은 분압의 산소가 침입하여 Al2O3가 형성되므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Al2O3와 TiO2 층이 교대로 성장하며 층의 수는 열처리 시간과 온도에 의존하게 된

다. 즉, 열처리 시간이 늘어날수록, 혹은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하는 교대 

층의 수는 증가한다. 

XRD 분석 결과 Ti 시편군에서 anatase는 각각 600℃의 0.5, 1시간 시편 표면에

서 관찰되나 800℃ 또는 4시간의 모든 시편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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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동력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불안정상인 anatase가 안정상인 rutile로 변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온에서는 rutile만이 형성된다는 Lee 등(2000)의 보고와

도 일치하 다. 

순수 Ti 모재가 O2에 노출되는 순간 표면에 anatase(β -TiO2)를 형성한 뒤(Feng, 

등, 2003) O2가 안쪽으로 확산해 들어오면서 α -Ti-O의 고용체를 형성한다. 지금까

지 알려진 고용한은 약 34 at%(14.5 wt%)인데 실제로는 노출 시간과 열처리 온도

에 의하여 크게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J. Unnam, 등, 1986; Lopes Gomes, 등, 

1980).

일반적으로 Ti의 산화과정에 크게 세 가지 확산기구가 관여한다고 알려지고 있

다. 단거리 통로(short circuits)를 따르는 O2(g)의 확산, 공공(vacancy)의 확산에 의한 

O2-
의 확산, 그리고 Ti 산화물층을 통과하는 침입형(interstitial) Ti4+

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화가 시작되면 O2와 Ti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확산

하여 새로운 표면층을 만들고 모재 상단에 (Ti-O)α 고용체 층을 형성한다. 산화물/

모재 계면에서 O2의 농도가 25.9 at%에 이르면 α고용체와, 역시 계속 부피 성장한 

산화층 사이에서 누적된 응력(stress)으로 인하여 이 계면에 부분적인 균열이 발생한

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산화물 층 밑에 제 2의 산화층이 형성된다. 단거리 통로를 

통한 O2(g)의 확산은 계속되지만 vacancy 확산에 의한 O2-의 이동과 침입형 Ti4+의 

이동은  이 국부 균열에 의하여 감소한다. 따라서 표면층의 성장속도는 감소하고 1

차 표면층을 설명하는 2차 함수형(parabolic) 속도론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모재 상단 고용체 층 성장에 따라 국부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고용

체의 격자상수 증가와 산화층 내의 응력 축적이 계속되어 산화층 두께가 임계치

(약 15-20 ㎛)에 도달하면 연속 균열(continuous crack)이 발생하고 속도론도 1차 함

수적으로 변이한다. 이러한 연속균열은 O2-와 Ti4+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산화물층 단거리 통로를 통한 기상 O2의 확산만이 이어진다. Ti은 더 이상 외부 

표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다만 연속균열 하에 형성된 산화층 내로만 확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직선적 속도론 구역에서 더 이상의 최외곽 산화물층 성장

이 관찰되지 않는 이유이다. 또한 산화층 아래로 Ti이 확산하여 새로운 산화물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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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고나면 이 층은 다시 연속균열에 의하여 분리되고 Ti은 결국 최종적으로 

형성된 산화층 밑에 갇힌다(Lucas 등, 1975).

본 연구 결과, cp-Ti에서 산화물 TiO는 600℃의 경우 0.5, 1시간의 시편에서만 

발견되지만 800℃, 4시간 시편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0.5, 1시간의 800℃ 시편에서
는 표면의 α-TiO2(rutile)층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TiO가 XRD상으로 검출되지 않

았지만 더 많은 노출 시간과 열적에너지가 공급되는 800℃, 4시간 시편에서는 석

출상 TiO가 분석되기에 충분한 두께로 성장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XRD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모재의 표면이 산화층으로 변하는 데는 열처리 시간보다는 온도가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열산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Ti6Al4V의 회절각은 Ti의 값에 비하여 뚜렷이 증

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모재에 첨가된 Al과 V는 그 금속원자 반지름이 모재 

Ti에 비하여 각각 약 2.7, 8.8% 만큼 작고, 따라서 이 원소들이 Ti와 고용체를 이

루는 금속결합을 통하여 Ti6Al4V의 격자간 거리를 좁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 모든 Ti 표면에서 관찰되었던 TiO가 Ti6Al4V 표면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합금원소인 Al이 산소와 반응하기 위하여 모재 내부로부터 표면으로 확산되어 나

오면서 더 이상의 Ti가, 이미 형성된 rutile 층 외부로 확산되어 나오는 것을 열역

학적, 기계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볼 때 Ti과 마찬

가지로 열처리 온도가 산화층 형성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험군 Ti-Ag 계 합금에서는 같은 열처리 시간에서 대조군인 cp-Ti 및 Ti6Al4V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TiO와 rutile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600℃에서는 이미 
변화한 상이 뚜렷하게 분석되었다.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titania가 열처리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Ti6Al4V 표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 alumina는 titania 층과의 사이에 틈을 형

성하여 산화층의 박리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나 Ti-Ag계에서는 본질적으로 

soft한 합금원소 Ag가 모재 Ti과 표면 산화층 사이에 발생한 응력차이를 상당 부

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모재의 Ti 원소가 표면으로 확산하여 산소와 결합하는 것

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실제로 Ti-Ag 계 시편의 산화층이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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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의 산화층보다 더 잘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Ti-Ag 합금도 

800℃에서 열처리된 경우에는 산화층의 부착(adhesion)이 상당히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산화층의 두께가 증가하면서 응력이 누적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600℃ 이상에서 열처리한 후 공냉한 Ti6Al4V 시편의 산화층은 약한 기계

적 힘에도 잘 분리되었으나 같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노냉한 경우 열처리 시간

을 12 시간 이상으로 하여도 산화층 고착이 훨씬 강하 다. 추후 냉각 속도와 모

재/산화층 결합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i-Ag계 합금에서는 Ag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cp-Ti에 비하여, 인장 강도(tensile 

stress, 항복 강도(yield stress) 및 경도가 증가하고 elongation은 감소함이 알려져 있

다. 이것은 금속간 화합물 TiAg 및 Ti2Ag가 α -Ti 모재 안에서 석출됨으로써 석출

경화 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3.0 at% 이상의 Ag가 첨가된 경우 XRD 회절

선에서 TiAg가 관찰되었고 Ag를 첨가할 경우 Ti에 비하여 최고 100 %까지 경도

가 증가하 다. Ag가 첨가된 Ti은 비교적 안정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여 내식성

이 증가하 으며 세포 독성 실험의 결과도 none 또는 mild로 나타났다(오 등, 

2002; 박, 2001; 우, 2003). 다른 연구에서는 0-20 wt%까지 Ag함량을 높여도 cp-Ti

에 비하여 생체 적합성이나 부식 저항성이 낮아지지 않음을 보고하 다(Takahashi, 

등 2002). 그러나 Ag의 산화물인 AgO, Ag2O 등이 표면상태에 미치는 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된 바 없고 따라서 추후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i2p에 대한 XPS 분석 결과 cp-Ti 및 Ti6Al4V의 경우, TiO2나 Ti(OH)4를 형성

할 수 있는 Ti4+
의 원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 수치는 열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100 %에 가깝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Ti-Ag계 합금 시편은 TiO와 Ti(OH)

를 형성할 수 있는 Ti2+
가 열처리 하지 않은 경우 약 35%에서 800℃ 열처리를 마

친 경우 0.1 %까지 낮아졌고 열처리후에는 Ti4+
가 75%를, Ti3+

가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시에 O1s에 대한 분석의 결과 cp-Ti 및 Ti6Al4V의 경우, 각각 TiO2, TiO, 

Ti2O3;Ti(OH)2, Ti(OH)3, Ti(OH)4;Ti(H2O)를 형성할 수 있는 O2-;OH-;H2O의 분율이 대

략 52-82:10-43:2-12 다. 이에 반하여 Ti-Ag 계 합금 시편의 경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O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고 H2O는 1% 미만의 작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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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 따라서 cp-Ti와 Ti6Al4V은 TiO2나 Ti(OH)4를, 대조적으로 Ti-Ag 계는 Ti2O3, 

TiO2나 Ti(OH)3, Ti(OH)4를 형성할 확률이 높으며 산화석출물을 형성할 확률은 

Ti-Ag 계 합금이 훨씬 높게 된다.

Ti6Al4V의 경우 H2O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미 보고된 바

와 같이 모재와 alumina 및 titania 층 사이의 미세한 틈에 열처리 중 갇힌, 특히 공

냉 중 응결한 수분에 의한 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cp-Ti과 Ti6Al4V이 상대적으

로 많은 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조적으로 Ti-Ag는 그 passive film에 주로 산

화 석출물의 형태로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근거는 O/Ti 및 O/(Ti+Al+V) 비율에

서도 확인된다. 즉, cp-Ti과 Ti6Al4V에서 나타나는 대략 2.3의 비는 TiO2에서의 산

소비보다 더 큰데 이것은 H2O와 OH-
가 기여하는 잉여 산소를, Ti-Ag 계 합금에서 

나타나는 약 1.8의 비는 TiO2와 Ti2O3가 포함하는 산소의 대략적인 평균치를 나타

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Ti6Al4V의 경우, O와 금속 원소인 Ti, Al, V의 비를 구하

으며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볼 때, Al 산화물과 Ti 산화물이 혼재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6Al4V을 열처리하 을 때 400℃, 600℃에서는 Ti 산화물이 주로 형성되었으

나 800℃ , 4h에서는 Ti 산화물과 함께 alumina가 시편 최외곽에 형성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cp-Ti의 경우, TiO2의 비보다 더 큰 O/Ti값을 보 으며 따라서 

OH- 혹은 H2O 상태로 잉여 산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표면개질된 임플란트 표면에 존재하는 불안정한 OH-
가 그 높은 표면 

에너지로 인하여 높은 생체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은 본 연구

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의 자료와 이하의 

생체 적합성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OH- radical이 거의 없이 산화석출물로만 표

면이 형성된 Ti-Ag계 합금 시편의 생체 적합성 실험 결과가 Ti6Al4V 보다는 양호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 유착에 더 큰 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표면 형상 

등의 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화층의 미세 표면 형상이 골유착에 큰 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본 연구

에서 분석된 시편 중에서는 600℃에서 처리된 Ti-Ag 계 합금의 경우가 임플란트 

재료로서 가장 선호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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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내 임플란트는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을 성숙한 조직 내에 외과적으로 만

든 위치에 삽입하는 시술이므로 감염, 회복, 그리고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손상부

위에 대한 반응을 시작으로 세포와 분자가 활동하게 된다. 임플란트 삽입부 형성 

시 외과 기구가 성숙골 내로 삽입하기 때문에 혈관의 손상과 골의 불연속성이 발

생하게 된다. 골해부된 위치는 즉시 혈액으로 채워지고 이어서 식립된 임플란트에 

의하여 이 생체액이 빠져나가 임플란트 몸체를 따라 임플란트 표면을 둘러싸게 

된다(Cooper, 1998). 단백질, 지방, 또는 다른 생체분자들은 임플란트 표면에 흡수

될 수 있고, 일련의 계면 상호 작용이 발생한다. 이 때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 세

포가 임플란트 표면에 직접 결합하지는 않지만 표면에 흡착된 세포 외 당단백질

에 결합할 수 있다. 골과 임플란트 표면 사이의 proteoglycans과 unmineralized 

collagen의 비정질 층이, 40-400 nm 가량의 두께로 변화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

었다(Albrektsson 등, 1983, 1994, 2000; Bertolami와 Messadi, 1994; De Lange와 de 

Putter, 1993; Klinger 등, 1998; Sennerby 등 1991, 1992).

많은 부착성 단백질이 세포 부착 기구에 관여한다. Fibronectin, vitronectin, 

osteonectin, thrombospondin, fibronogen, 그리고 von Willebrand factor 모두가 

tripeptide arginine-glycine-aspartic acid(RGD)를 포함하고 있고, 이는 세포 표면상에

서 receptor(integrin)에 의하여 인지된다(Kornu 등, 1996; Ruoslahti와 Pierschbacher, 

1987). 성장 유전자 발현과 secretory production을 포함하는 많은 세포 특성들이 세

포의 모양에 의해 향을 받게되고 이것은 다시 cytoskeleton의 3차원적인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증명하 다(Chou 등, 1996; Goto T와 

Brunette, 1998; Oakley 등, 1997; Ong 등, 1996).

골과 임플란트 계면에서의 초기 반응은 혈액 세포 및 vasoactive amine의 방출

과 fibrin clot 형성, 대식세포에 의한 괴사 조직 제거, 그리고 입자화된 조직에 의

한 혈종(hematoma)의 조직화와 대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다시 섬유성 

유합조직(fibrous callus)에 의하여 초기 가골 조직 또는 유골 조직으로 대체된다 

(Brånemark, 1983; Hollinger와 Wong, 1996; Roberts, 1998). 이와 관련하여 Cooper 

등(1999)은 석회화된 기질을 형성하는 골모세포 배양에 미치는 표면 형상의 효과

에 대한 연구를 하여 Ti 플라즈마 용사된 표면, titania grit blasting된 표면,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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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공된 표면이 여러 측면에서 세포 분화와 세포 반응을 조절했다고 결론지었

다. 같은 선상에서, Gronowicz와 McCarthy(1996)는 모재의 형태가 세포의 부착 기

구를 결정하고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생산에 향을 준다고 하 다. 골유착의 경

우, 임플란트 표면적과 거칠기가 적정 수치 이하이면 세포가 적정한 경로를 따라, 

여러 세포와 수를 조절하고 안내하는 국부적인 인자들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

라고 보고하 다(Eliades, 1997; Kieswetter 등, 1996).

임플란트 디자인에 변화를 주면 치유과정에서의 생체 반응이 다른 형태로 나

타난다. 다공성 코팅 임플란트는 세포의 이동과 부착에 대한 공간과 부피를 제공

함으로써 접촉 골발생을 유도한다. 나사형 임플란트는 좀 더 단단하게 골과 접촉

하기 때문에(tight fit) 골발생 세포가 표면에서 군체(colonization)를 형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골유착은 새로 형성된 골해부벽(osteotomy walls)에서 시작된다(Davies, 

1996). 골이 형성되는 순서와 무관하게 치유가 완료되고 임플란트가 골내에 안정

하게 정착할 때, 성숙한 골 계면은 임상학적, 조직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확실

한 특징을 보 다(Schenk와 Buser, 1998 2000).

Ti 및 Ti 합금계로 제작된 임플란트는 많은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생체적합성을 

보여왔다(Davies 등, 1990; Chehroudi 등, 1991; Long와 Rack, 1998). 인체로부터 제

거된 임플란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금속의 부식과 조직 반응사이의 관계가 규

명되었고, 이온 용출이, 금속 산화물을 통하여 생물체내로 확산하는 금속 이온의  

속도와 산화물의 해리속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골의 치유 위치에서 세포의 반응

에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Albrektsson 등, 1983; French 등, 1984; 

Finnegan, 1989).

속도론적 이동현상인 금속 이온 용출에는 금속의 기전력 (Jones, 1992a), 산화물

의 결정과 결함 구조(Browne와 Gregson, 1994; Wisbey 등, 1991), 산화물을 통한 금

속 양이온의 이동(Jones, 1992b), 산화물의 수화 속도(Healy와 Ducheyne, 1992a), 산

화물 표면으로부터 수화된 층으로의 용해 산물의 전이 속도(Tengvall 등, 1989; 

Vetter와 Gorn, 1973), 농도 경계층을 통한 용해 산물의 이동(Healy와 Ducheyne, 

1992a)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ealy와 Ducheyne은 부동태 피

막 용해 속도는, 계면 율속 반응인 산화물의 수화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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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y와 Ducheyne, 1992a). 그러나 Chang과 Lee는 이온 용출의 율속단계가 산화물

의 수화가 아니라 금속 산화물 피막의 두께를 통한 금속 이온의 이동이 될 수 있

다고 하 다(Chang와 Lee, 2002).

Ti이 우수한 내식성을 보이는 것은 얇고 안정한 TiO2 부동태 산화물층의 존재 

때문이다(Kasemo와 Laausmaa, 1988). Ti은 대기중에 노출되는 즉시(10-9 sec 이내) 

표면에 산화물 층을 형성하여 1초 내에 2-10 nm 가량의 두께를 이룬다. 산화물에 

흡착된 양쪽성 OH group과 산화물의 두께 측면에서도 금속 산화물의 nano scale 

표면 특성은 재료의 생체적합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Albrektsson와 Hansson, 

1986; Healy와 Ducheyne, 1992a; Walivaara 등, 1994).

수화된 TiO2층 표면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수산화 그룹(hydroxyl group), 즉 두

배로 배위된 산소를 갖는 acidic OH와 단일 배위된 basic Ti-OH 이 존재하는데  

acidic hydroxyl group은 양이온의 교환 위치로, basic hydroxyl group은 음이온의 교

환위치로 각각 작용하려는 경향이 있다(Boehm, 1971; Healy와 Ducheyne, 1992a; 

Kasemo, 1983; Lausmaa 등, 1986, 1990; Lee 등, 1991; Tummler와 Thull, 1986).

전해질 용액내에서 산화물 두께가 증가하는 것은 산화물 표면에 음이온이 흡

착되기 때문이다. 산화물-전해질 계면을 통하여 음이온 O2-
의 역확산이 이루어지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장이 형성되어 금속 양이온의 이동이 가능해진다(Shams

와 Hammoud, 1988). Healy와 Ducheyne은 H3O+, Ca2+, OH-, HPO4
2- 그리고 H2PO4

- 

가 이렇게 흡착된 종들이라고 제안하 다(Healy와 Ducheyne, 1992a, 1992b). 

산화물 두께가 증가하면 형성된 전기장 크기가 작아지고 금속 양이온의 수송

이 감소하며 두께 증가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또, 산화물 두께가 증가하면 구성 

원소의 해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동물 실험에서도 Ti의 산화물 두께가 매식 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

속 재료의 생체내 거동에 관한 연구에서 국부적 조직 부작용과 알러지 반응은 임

플란트 금속 이온의 해리가 주원인일 가능성(Albrektsson와 Jacobson, 1987; 

Blumenthal와 Cosma, 1989; Finnegan, 1989; French 등, 1984; Friberg 등, 1986) 때문

에 해리된 금속 이온의 독성에 대하여는 임플란트 매식 초기 단계에서 더욱 주의

를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Chang과 Lee, 2002). 이 때, 부동태화 처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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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산화물 두께를 증가시키면 금속 이온 용출이 감소되어 Ti의 생체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Ti6Al4V의 경우 SBF 내에서 Al이 우선 용출되는 것은 Al-Ti 갈바닉 쌍에서 알

루미늄이 상대적으로 기전력(EMF)이 높아 우선 부식되기 때문이다. Ti6Al4V의 용

출 거동에 대한 부동태화 방법의 효과는 Browne과 Gregson(1994) 그리고 Wisbey 

등(1991)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이에 의하여 anatase-ruile 간 상전이에 의하여 이온

용출 속도가 크게 감소함이 확인되었으나 산화물 두께의 역할은 불확실하 다. 그

러나 Chang은 다른 표면처리 방법, 즉 SBF에 16일간 침적되었을 때 Ca와 P가 흡

착하는 기구에 관한 연구에서 산화물의 두께가 용출 거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하 다.

유리관 실험상 Ti의 생체적합성에 대한 연구에서 산화물의 두께와 탄소의 오염

정도가 단백질 흡착과 contact activation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ivaara 등, 1994). Ti 임플란트의 골 유착에 대한 표면 특성의 향은 Buser 등

(1991)에 의하여 연구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골 유착 정도에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은 표면 형상이며 산화물의 향에 관하여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 다. Ti과 

titania 세라믹의 유리관 및 동물실험을 통하여 Li(1993)는 titania가 Ti과 동일한 조

직 반응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titania 산화물 두께가 Ti의 산화층 두께에 비하여 

매우 크기는 하나 각 경우 TiO2 층이 형성되기만 하면 생체 불활성이 확립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강도와 내식성이 cp-Ti 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Ti-Ag 계 합금을 실험군으로 사용하여 1차적으로 단기간 동안의 생체 적합성을 평

가하고자 하 다. 

본 연구 조건하에서 MC3T3-E1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대체적으로 세포수가 증

가하는 것으로 볼 때 열처리를 통하여 산화피막이 형성된 Ti, Ti6Al4V 및 Ti-Ag계 

합금들이 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화 피막

이 형성된 시편 표면에서는 MC3T3-E1 세포에 대한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결

론지을 수 있었다. 

Ti3.5Ag를 제외한 모든 시편군에서는 600℃에서 열처리한 시편이 가장 높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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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증식률을 보 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600℃ 열처리를 통하여 가장 안정
한 산화 피막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MTT 실험 결과 모든 실험군의 섬유아세포 생존률은 90%를 상회하 다. 따라

서 산화피막이 형성된 Ti 합금으로부터 용출된 이온은 섬유아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p-Ti를 제외한 모든 시편군에서, 세포 증식 실험과 마찬

가지로 600℃ 열처리 시편들에서 가장 높은 세포 생존률이 나타났다. 역시 단기간 

세포적합성 실험을 통해서는 산화피막이 형성된 cp-Ti, Ti6Al4V 및 Ti-Ag계 합금은 

섬유아세포 성장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장기간 안전성

을 규명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생체 재료에 처리된 배양상등액이 섬유아세포 

및 골아세포 등에 미치는 독성반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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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Ti-Ag 합금의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로서의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p-Ti의 기계적 강도와 내식성을 향상시킨 Ti-Ag계 합금을 실험군으로, 이미 각각 

생체 적합성과 기계적 우수성이 확인된 cp-Ti과 Ti6Al4V을 대조군으로 하여 400, 

600, 800℃에서 각각 0.5, 1, 4시간 동안 대기중 열처리하고 공냉하여 산화막의 특

성을 기계적, 광학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산화층 표면의 미세 양상을 관찰한 결과 600℃이상의 
온도의 모든 시편에서 산화 석출물의 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

으며, 800℃에서는 완전히 결정화하여 조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열처리 시간보다는 열처리 온도가 산화물 형성에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 기계적 접촉식으로 거시적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600번 사포의 연마

흔에 의한 거시적 표면 거칠기는 0.083-0.29 ㎛를 나타냈으며, 광학적 비접촉

식으로 미시적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산화물 결정의 성장에 의한 미

시적 표면 거칠기는 0.34-2.84 nm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미시적 거칠기

는 Ti-Ag계 합금에서, 높은 온도에서 더욱 거칠게 나타났다. 

3. 색차색도 측정 결과로 유추되는 산화물층의 두께는 400, 600, 800℃ 시편군 
각각의 경우 100-250, 250-700 및 1700 Å 이상이었다. 

4.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모재와 산화물 층의 경계를 관찰한 결과 800℃에서 
열처리 한 후 공냉한 시편은 모두 산화물층이 모재로부터 박리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400, 600℃에서 열처리 한 경우 산화물층이 모재로부터 박리
되지 않았다. 

5. X-선 회절 분석의 결과 Ti-Ag계 합금은 cp-Ti와 비슷한 산화 특성을 나타내

었다. Ti-Ag계 합금에서는 Ti나 Ti6Al4V에 비해 낮은 400℃에서 TiO와 rutile

이 형성되었고, 600℃이상에서는 Ti 산화물로 변화한 상이 뚜렷이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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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i6Al4V의 표면에서는 alumina가 검출되었고 alumina 층과 titania 층의 

계면에 생기는 미세한 틈으로 인하여 이 시편군의 산화층은 모재와의 접착

력이 현저히 낮았다.  

6. XPS로 각 시편의 Ti2p 및 O1s spectrum을 분석하고 O/Ti 및 O/(Ti+Al+V) 원

자 분율을 구한 결과, cp-Ti와 Ti6Al4V은 Ti-A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대조적으로 Ti-Ag는 그 passive film에 주로 산

화물의 형태로 O2를 포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7. 섬유아세포 L-929에 대한 MTT 실험 결과 용출액을 첨가한 모든 실험군 내

에서 생존률이 90%를 상회하 다. 특히 Ti-Ag 계 합금은 100%의 생존률을 

보 다.

8. 세포 MC3T3-E1의 증식 실험 결과 실험군의 세포수는 2일 내지 4일후 모두 

증가하 다. Ti과 Ti2.0Ag의 경우, 600℃에서 열처리한 시편에서 가장 높은 
증식률을 보 다.

결론적으로 열처리 조건으로는 시간보다 온도가 더욱 중요하며, 적정 열처리 

온도는 600℃로 판단된다. Ti-Ag계 합금은 Ti나 Ti6Al4V에 비해 산화물이 잘 형성

되며, 단기간 생체 적합성 실험결과 우수한 세포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기계적 특성과 내식성, 그리고 생체 적합성이 Ti 및 

Ti6Al4V보다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Ti-Ag 계 합금이 임플란트 재료로서 최적의 

특성을 지니기 위하여는 표면 개질을 통하여 원활한 골유착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직 관련 연구가 미미한 Ti-Ag계 합금의 표면 특성 개선을 위한 기초단계로 

진행된 본 표면 열산화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종합할 때, Ti-Ag 합금계를 600℃
에서 열처리 한 시편이 단기간 생체 적합성 실험결과 가장 우수한 표면 형상 및 

세포적합성을 지니고 있었고, 연구를 통하여 정해진 특성 형성 조건을 개선하여 

더욱 우수한 표면 특성을 지니는 임플란트 재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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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thermal oxidization treatment on surface 
characteristics of Ti-Ag alloys

Ho-Joong Kim 
Department of Dent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Dong-Hoo Han, D.D.S., Ph.D.)

Biological fixation between the implant body and the bone, high resistance against 

corrosion and corrosion fatigue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for operation of an endosteal 

implant. The stable integration is attained through osseointegration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s are microtopography and shape of the implant surface that increase surface energy and 

activate osteoblasts prolif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surface 

properties that is expected to contain the basic information on surface properties-improving 

methods. 

Although it is widely accepted that materials with great biocompatibility include cp-Ti, its 

alloy of Ti6Al4V, and stainless steels alloys, they lack a few requirement in that cp-Ti is 

insufficient of castability, machinability, and strength in service; Ti6Al4V and  stainless steels 

are prone to release such cytotoxic ions mainly as Ni, Cr, Al, V. 

Therefore, this study set thermal oxidation on Ti-Ag alloys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cp-Ti and Ti6Al4V as a control group. Appropriate heat treatment temperature(untreated, 400, 

600, 800℃) and heat treatment duration(untreated, 0.5, 1, 4 hr) were chosen. The oxidation 

properties were scrutinized in mechanical, chemical, optical, and biological ways and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1. Observation of surface microtopology by a scanningelectronic microscope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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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nuclei precipitated on all specimens treated at 600℃ and their coarse, fully-crystallized 

lumps on specimens treated at 800℃. 

2. As a result of macroscopic roughness measurement using a stylus-applied contact 

method, macroscopic roughness scratched by grits on the #600 emery paper ranged from 

0.083 to 0.29 ㎛. In microscopic measurement using a visible ray interference, non-contact 

method, Ra's ranged from 0.34 to 2.84 nm explaining contours by the oxide crystals on and 

between the ridges. 

3. The thickness of oxide layers presumably ranged from 100 to 250, 250 to 700, and over 

1700 Å for specimens treated at 400, 600, and 800 ℃, respectively. 

4. Optical micrography examination exhibited oxide layers separation from the matrices on 

the cross sections of specimen atmosphere when they were treated at 800 ℃ and then cooled. 

This phenomenon did not appear on those treated at 600℃. 

5. The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Ti-Ag alloys analyzed by XRD were proved to be 

similar with those of cp-Ti specimens in terms of rutiles growth on surfaces followed by 

coexistence with Ti2O3's as treatment temperature increased; TiO growth followed by spread 

of both rutiles and Ti2O3's with temperature on specimens treated for 4 hours. 

Alumina was detected on Ti6Al4V specimens, where microgaps between layers of 

alumina and titania considerably reduced the adhesive force of tinanium oxide layers on 

matrices. 

6. Ti2P and O1s spectra analysis and O/Ti and O/(Ti+Al+V) ratios given by XPS implied  

cp-Ti as well as Ti6Al4V specimens had far more hydrates when compared with Ti-Ag 

specimens; O2's were occupied in the passive films of  Ti-Ag specimens in forms of oxides. 

7. MTT tests on fibroblasts L-929 resulted in survival rate of over 90 % in all  

experimental group entities, where the 100 % of the survival rate in Ti-Ag specimens 

accounted for the slightest effect of ions release of the alloys on the survival rate. 

8. On  MC3T3-E1 proliferation tests, the population of cells in the experimental group was 

roughly increased as experimentation proceeded, after two to four days. Proliferation showed 

highest rate for most of the specimens, including the Ti2.0Ag alloy, treated at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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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it i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not the duration that has considerable 

effect on thermal oxidation of specimens. Ti-Ag alloys treated at 600℃ were considered to 

have the best surface morphology as well as cytocompatibility for a short-term 

biocompati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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