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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사탄성 베타티타늄합금 및 그의 용도

요약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은 중량%로 10.0 내지 12.0%범위의 몰리브덴, 2.8 내지 4.0%범위의 알루미늄, 
0.0 내지 2.0%범위의 크롬 및 바나듐과 0.0 내지 4.05범위의 니오붐을 포함한다. 본 합금은 응력-유발마
르텐사이트변태와 관련 의사-탄성성질을 가지며 의료용에 적당하다. 

대표도

도1

색인어

응력유발 마르텐사이트, 의사탄성, 티타늄, 니티놀, 치과교정궁상와이어, 무수치과기구, 치과교자정장치, 
스텐트, 카테터삽입구, 수한관크램츠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출원은 1998.3.5일자로 출원한 특허출원번호 제076,922호 미국잠정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대체로 야금분야 및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며 더욱이 특히 의료용으로 니켈을 사용하지 않은 
성형기억합금에 관한 것이다.

성형기억효과(成形記憶效果)와 의사탄성(擬似彈性)

마르텐사이트변태(martensite  transformation)를 하는 재료는 "형상기억효과"와 "의사탄성"을 나타낸다. 
냉각에서 변태중에 "오스테나이트"(austenite)로 공지되어 있는 고온상(高溫相)은 "마르텐사이트"라고 하
는 보다 덜한 대칭구조를 택하는 비확산전단공정을 통하여 그의 결정구조를 변화시키며 가열되면 역변태
가 일어난다. 냉각변태의 개시온도를 Ms 온도라고 하며 종료온도는 Mf 라고 한다. 가열에 대한 역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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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및 종료온도는 각각 As 와 Af 라고 한다.

형상기억효과를 나타내는 재료들은 그의 마르텐사이트상에서 변형이 가능하며 열을 받으면 원상으로 돌아
온다. 이러한 재료들은 또한 Af 온도이상의 오스테나이트상에서 응력유도마르텐사이트변태에 의하여 변형
이 가능하고 무하중에서 원상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스트레인(strain)복귀를 "의사탄성" 이라고 하는 데
[이하 때때로는 "PE" 라고 약칭한다] 오스테나이트로 복귀하는 응력-유발마르텐사이트의 변형과 연관되어
있다. 공지되어 있는 형상기억합금은 니켈과 티타늄의 근사-화학양론적합금인 니티놀(nithinol)이다.

합금재

순수티타늄은 882℃에서 동형변태를 가진다. 소위  beta -Ti라고 하는 체심입방(bcc)조직은 동형변태점이
상에서 안정하며 소위  alpha -Ti라고 하는 조 육방 (hcp)조직은 그 이하에서 안정하다. 바나듐, 몰리브
텐 또는 니오붐(niobium)과 같은 원소들과 합금을 이루면 그 결과의 합금은 882℃이하에서 확장  beta 상 
안정도를 가진다.   이와 반대로 Al 또는 산소와 같은 원소들과 합금이 되면 안정한  alpha 상은 동형변
태점이상으로 확장한다.  beta  상온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원소들을  beta  안정제라고 
하며 한편  alpha 상온도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원소들을  alpha 안정제라고 한다.

beta  안정제원소들의 충분히 고농도를 가진 합금에 대하여 당해 재료들은 충분히 안정이 되어 실내온도
에서 메타(meta)-안전  beta  상조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합금들을  beta  티타늄합
금이라고 한다. 마텐자이트변태는 일반적으로  beta 티타늄합금에서 볼 수 있다.  beta -티타늄합금의 Ms
온도는 합금중의  beta -안정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한편  alpha 안정제양의 증가는 Ms를 
올린다. 2원티타늄합금이 일부 변태금속농도에 대한 Ms의 의존도가 도 14에 도시되어 있다 [′티타늄2원
합금의 마르텐사이트변태온도′;Paul Duwez, Trans, ASM, vol. 45, pp 934-940, 1953]. 그러므로 안정화
정도에 따라서  beta -티타늄합금은 평형상태에서  beta 가 단상인 온도인  beta 변태점이상의 온도로부
터 신속히 냉각되면 마르텐사이트변태를 나타낸다.

실내온도에서 의사탄성(이하 PE라 한다)을 나타내도록 당해 합금은 Af점을 대기(ambient)이하로 억제시키
면서 그러나 여전히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응력-유도마르텐사이트의 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충분히  
beta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 즉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기 위한 응력레벨(stress lebel)은 소성변형보다 
낮아야 한다. 한편 형상기억효과는, 합금이 실내온도보다 약간 낮은 Ms 온도이상의 As 점을 가지고 있을 
때 볼 수 있다. 응력-유도마르텐사이트변태 역시  beta  티타늄합금에서 관찰되고 있다 [′Ti-10V-2Fe-
3Al에  있어서의  응력유도마르텐사이트의  형성  및  복귀′,  T.W.  Duerig,  J  Albert,  D.  Richter  and 
P.Fischer, Acta Metall, vol. 30, -2161 -2172, 1982].  형상기억효과와 의사탄성은 두가지 모두 어떤 
Ti-Mo-Al   beta   티타늄합금에서 볼 수 있었다 [′Ti-Mo-Al  합금에 있어서의 형상기억효과′, Hisaoki 
Sasano  and  Toshiyuki  Suzuki,  Prc.  5th  Int,  Conf.  on  Titanium,  Munich,  Germany,  pp.  1667-16745, 
1984]. 형상기억효과(이하 SME라 한다) 또는 PE를 실내온도에서 얻기 위하여는 당해 재료를 적당히 열처
리하여 균일한  beta 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열처리를 용체화처리
(solution treatment)라고 하는 데 여기에서 시험샘플은  beta 변태온도를 약간 상회하는 온도까지 완전
오스테나이트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열했다가 실내온도까지 즉시 냉각한다. 

일부  beta  -Ti  합금들 예를들면 TMA(캐나다 Glendora,  Ormco의  등록상표)는 치과교정궁상와이어(arch 
wire)적용으로 성공적인 상용화가 되어 있다. 당해 출원의 명세와  beta  티타늄와이어는 미국특허 번호 
제4,197,643에서 참조할 수 있다. TMA와이어는 저강성도, 큰 회복력, 양호한 성형성 용접성을 고루 갖추
고 있다 [′ beta  티타늄: 신치과교정합금′, C. Burstone and A. Jon Goldberg,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pp.  121-132,  Feb.  1980].[′  beta   티타늄  치과교정와이어의  최적용접;  kenneth  R. 
Nelson  at  al,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dontics,  pp.  213∼291, 
Sept.,1987]. 당해 합금의 비(非)니켈화학작용은 일부환자들에게 이를 보다 허용토록 한다. 그러나 TMA와
이어는 가공열처리과정에 의하여 재료의 고유한 기계적 성질을 이용한다. 당해 재료는 재료내의 응력-유
발 마르텐사이트의 발생 및 복귀로 인하여 PE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의료용의 티타늄 비니켈(titanium nickel-free) SME 합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의사탄성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합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성형이  가능하고  용접이  가능한  비니켈형상기억합금  (nickel-free  shape 
memory alloy)이 원료인 초-탄성스프링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일정하고 용이하게 제어 가능한 힘을 가진 형상기억 치과교정스프링(shape 
memory orthodentic springs)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여타 목적은 치과교정, 상악안면 및 기타 외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니켈형상기억 또는 의사
탄성성분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및 기타의 목적은 응력-유도마르텐사이트의 성형 및 복귀로 인하여 -25℃ 내지 50℃에
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금은 As
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높을 때에 실내온도에서 SME를 나타낸다. 더욱이 당해 합금은 일반  beta  티타늄합
금 TMA보다 작은 강성도와 출력크기를 가지며 니티놀보다 성형이 보다 양호하고 타기구에 대한 용접성 및 
양호한 내식성을 가진 의사탄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의사탄성성능을 현저히 줄이지 않고도 20%까지 냉간작업을 할 수 있는 데 이 때 그것은 의사탄성
현상의 높은 복귀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온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냉간성형이 가능하며 주변온도 및 / 또
는 체온온도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도록 제조 가능하다.

당해 합금은 상기 용체(as-solution)처리상태로 실내온도에서 4% 변형으로 인장을 가할 때 약 3.5%에 이
르는  변형회복을  가질  수  있다.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은  예를들면  치과교정궁상와이어, 스텐트
(stent), 카테터(도관)삽입기, 경구핀 및 / 또는 상악안면회복과정에서 사용되는 판, 수란관크램프 및 골
고정구와 같은 인체내에 삽입하는 의료기구에 사용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안경에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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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상태에서 냉간가공에 의하여 초탄성성질을 가지는 비니켈 beta  티타늄에 있어서, 상기 합금
은 4%에 이르는 변형에서 완전한 탄성작용을 나타냄으로서 영구변형이나 또는 꼬임에 견딜 수 있는 의료
기구와 장치의 설계를 허용한다. 그것은 인체내의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기 위하여 
카테터(catheter)(도관)내에 자리잡도록 거의 선형을 취하기 위하여 확장 가능한 작은 코일을 포함하는 
의료장치에 사용가능하며 카테터로부터 배출되면 당해 와이어는 그의 원래(original coil)의 코일형상을 
취하여 스텐트의 기능을 행하게 된다. 당해 성분은 꼬임에 대한 큰 내저항과 탁월한 토르크(각 단부는 동
일한 양을 꼬음으로 토르크를 정확히 전달한다)의 특징을 가지는 카테터가이드와이어에 사용가능하다.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은 다음과 같이 성형가능하다:

(a) 10.0 내지 12.0중량%범위의 몰리브덴;

(b) 2.8 내지 4.0 중량%범위의 알루미늄;

(c) 0.0 내지 2.0중량%범위의 크롬 및 바나듐;

(d) 0.0 내지 4.0중량%범위의 니오붐(niobium); 및

(e) 잔여 티타늄

잔여량의 합금원소의 양이며 크롬, 바나듐 및 니오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에서 적어도 선택한 한가지
의 유효량이 될 수 있다.

한가지 배열에서 그것은 10.2중량%의 몰리브덴, 2.8%중량의 알루미늄, 1.8%중량의 바나듐, 3.7%중량의 니
오붐및 잔여%중량의 티타늄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25 내지 -25℃ 범위 내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낸다.

다른 배열에서 그것은 11.1%중량의 몰리브덴, 2.95%의 알루미늄, 1.9중량%의 바나듐, 4.0%중량의 니오붐 
및 잔여%중량의 티타늄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50 내지 -25℃범위내세 의사탄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합금하는 다음의 과정을 포함한다:

(a) 10.0 내지 12.0 중량%범위의 몰리브덴;

(b) 2.8 내지 4.0 중량% 범위의 알루미늄;

(c) 0.0 내지 2.0중량% 범위의 크롬; 및 바나듐 및

(d) 0.0 내지 4.0중량% 범위의 니오붐; 및

(e) 잔여중량% 티타늄.

본 방법에 있어서 당해 합금은 의사탄성성능의 현저한 저하 없이도 20%까지 냉간가공이 가능함에 따라서 
의사탄성현상의 고회복특성을 유지하면서 대기온도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냉간성형이 가능한 것이다.

치과교정기구

치과교정기구의 목적은 불규칙한 이빨 및 / 또는 이상이 있는 이빨를 주위 치와의 이들 관계를 교정하는 
데 있다. 이것은 대상치아에 힘을 전달하고 와이어의 무하중과정중에 운동을 일으키는 탄성변형와이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치과교정재료는 수년간에 걸쳐서 간단한 스테인레스강으로부터 선형탄성을 가진 고유의 코발트합금, 저율
의 티타늄합금 및 비틀리거나 따은 또는 동심형태를 사용하는 이중와이어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다. 치과
교정용기구에 적합한 재료는 복합적인 고도의 회복력, 저강성도, 적절한 성형성, 양호한 내식성 및 타성
분에대하여 용이한 결합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PE 현상은 NiTi 합금을 제외하고는 치과교정궁상와이어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NiTi는 8%에 이르는 
탁월한 고변형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특허번호 제4,037.324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치과교정
와이어재료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재료는 성형이 좋지 않고, 타기구와의 결합이 
곤란하며, 니켈독성의 우려로 문제가 많다. 성형성이 보다 양호하고 타기구에 결합도를 가진 저강성도의 
의사탄성 비니켈와이어의 입수가능성은 실용하는 치과교정의사에게 아주 중요하다.

최적의 이빨(齒)운동은 작으면서 일정한 힘을 가함으로서 치운동을 억제하는 치근재흡수와 유리질화를 방
지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치과교정기구에 의하여 전달되는 힘의 제어는 2가지형태인 가변단면와이어 
또는 가변계수와이어이다.  후자에 의한 방법은 가변-계수기법[C.  J.  Burstone,  American  J.  치과교정, 
Vol. 80, 1981, p1.]은 광범위한 탄성과 강도를 가진 와이어 효용이 보다 인기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한
가지 유형의 와이어재료를 사용하고 와이어크기를 변화시켜서 원하는 기술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가변계수
기법이 동일한 와이어크기를 유지하는 동안에 치과교정의 각 단계에 대한 최적의 힘/굽힘특성을 나타내는 
와이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기구의 복잡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임상진단과 치료에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한다.

스텐트(stents)

스텐트는 코일와이어스프링이나 또는 레이저절단 튜브로 제작되며 종전에 약하고 좁으며 부풀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내강 또는 신체통로의 개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들은 복강검사
에서 카테터의 사용에 의하여 배치된다. 예들은 다음과 같다: 혈관, 담즙관, 식도, 요도, 기간 등. 특히 
대동맥복부동맥, 장골 또는 대퇴골동맥류의 내강라이닝, 무디거나 또는 투과외상, 확장에 의한 손상된 혈
관의 소통 및 협착성동맥부분, 병적압박의 소통 및 식도정맥류의 삭제, 상피암종에 대한 2차적인 식도협
착 또는 양성협착, 요도협착 및 기관협착의 소통이다. 모든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비니켈초탄성 또는 형
상의 기업합금은 니켈에 대한 가능한 환자의 반응을 제거하여 준다.

카테터(catheter) 삽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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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개입은 대상부위에 영향을 받은 부분의 측정과 관찰을 위한 기구를 가져가거나 또는 스텐트를 배치
하기 위하여 카테터의 사용을 요한다. 허다한 신체혈관의 굴곡이 진 통로는 카테터의 계속전진을 가능토
록 유도시스템의 사용을 요한다; 이러한 유도와이어를 카테터삽입기라고 하며 2가지 특성을 요한다:  꼬
이려는 여하한 경향으로부터의 융통성 및 탈피 및 말단부로부터 인접단부까지의 비틀림 운동을 정확히 전
달하는 능력이다. 초탄성형상기억합금와이어는 이러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작을 위한 바람직한 재
료이다. 이따금 유도와이어에 몇 가지 유형의 단부 또는 핸들을 용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비
니켈합금은 일반니켈티타늄형상기업합금에 비하여 훨씬 우수한 용접성을 제공한다. 추가로 필요시에 이들
은 수술장소에서 성형된 채로 있어서 외과의의 특수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핀과 판을 사용한 경구의 위턱골면재생

하악골, 전두골, 코의 재형성과 두개골과 같은 허다한 미용과정 및 두개골특징은 자주 골을 맞추는 동안
에 새로운 위치를 지지하기 위하여 보조고정구를 요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판과 고정구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니켈형상기억 또는 초탄성합금이 유리할 것이다.

수란관크램프

내시경진단에  사용하는  동매튜브의  크램핑은  잘  되어  있으며  형상기억크램프의  사용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니켈의 민감한 반응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치에 대하여 장시간의 체재시간을 주면 
비니켈형상기억합금크램프는 당해 과정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주게 될 것이다.

골 U자 못

형상기억U자못은 다양한 골의 접파절면내로 들어가도록 권장되어 오고 있다. 치유시간은 이러한 방법으
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조직반응문제는 니켈함유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할 때 남아 있다. 비니켈형상기억 
또는 초탄성합금은 체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U자못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우려를 진전시켜줄 것이다.

상기 언급된 사용에 대한 장점은 몇 가지 예이며 허다한 기타 유사한 수술장치가 비니켈형상기억 또는 PE
합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발명의 합금이 사용 가능한 환경의 예들이 다음의 조직이식에 관한 미국
특허번호 제4,503,569호, 스텐트에 관한 제5,147,370호, 담즙, 요도 도는 맥관계통의 스텐트에 관한 제
5,466,242호, 주입카테터에 관한 제5,653,689호, 비뇨기스텐트에 관한 제5,830,179호에 공개되어 있다.

기타 목적, 특징과 이점은 첨부도면에 의한 선정된 실시 예들의 다음 명세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15가지 합금의 굽힘변형에 대한 의사탄성회복변형률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2는 파괴시험에 의한 합금 #42에 대한 인장응력-변형곡선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3은 상이한 온도에서 시험한 합금 #42의 4%변형이 되도록 인장 부하를 가한 다음 무응력으로 부하를 
풀은 결과 발생한 응력-변형곡선을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4는 합금 #42의 1차항복점에 대한 온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플롯(plot)도이다.

도 5는 굽힘에서 변형회복에 대한 용체화처리온도의 영향을 보여주는 합금 #42의 굽힘시험결과의 플롯도
이다.

도 6은 냉간압연샘플의 굽힘시험중에 발생한 의사탄성회복변형의 플롯도이다.

도 7은 시효시간에 대한 200, 300 및 400℃에서 시효후 시편의 의사탄성회복변형의 플롯도이다.

도 8은 스테인레스강, TMA, 니티놀(nitinol)과 본 합금 #42의 굽힘강성시험데이터의 비교이다.

도 9는 합금 #42025와 합금 #42의 견골시편에 대한 인장응력-변형곡선이다.

도 10은 3가지 상이한 온도에서 행한 합금 #42의 인장이력곡선.

도 11은 상이한 온도에서 행한 합금 #42의 항복응력.

도 12는 합금 #42의 의사탄성변형에 대한 냉간가공의 영향.

도 13은 합금 #42의 상기 용체화처리된 와이어의 15개 인장이력곡선의 그래프이다.

도 14는 2원티타늄합금중의 일부 천이금속의 농도에 관한 Ms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5는 상이한 온도에서 시험한 합금 X42025의 4%변형으로 인장하중을 가한 다음 무하중으로 무응력상태
가 되게 한 상태의 응력-변형곡선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이하  설명한  메트릭스(matrix)의  모든  샘플합금은  이중진공아크용해방법으로  준비되었으며  당해 잉곳
(ingots)은 열간압연되어 두께가 1.27mm인 판재로 평탄하게 하였다. 판재상의 산화물은 2중판 연삭과 래
핑으로 제거되었다. 시편은 판재에서 절단하여 진공석영튜브내에 알곤충진으로 봉합되었다. 당해 캡슬에 
열을 가하여 880℃로 30분간 유지한 다음 주변온도(ambient temperature)에서 수조에서 담금질되었다. 시
효(aging)시험은 질화물/질화물염욕조(nitrade salt bath)를 사용하여 200, 300 및 400℃에서 행하였다.

영구변형과 의사탄성회복변형을 굽힘시험으로 결정되었다. 표본은 0.51x 1.02 x 51mm 크기로 판재에서 절
단된 다음 용체화처리가 되었다.  열처리후에 당해 표본은 "U"형으로 하기 위하여 상이한 반경의 로드
(rods)에 대하여 굽혔다. 그 다음 직선부간의 각도가 측정되고 변형회복이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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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c) = e(180 - alpha )/180;

여기에서 " alpha  "는 비회복각도이고 "e" 는 외측섬유굽힘변형이다.

인장변형회복은 4%변형으로 인장신장후에 무하중에 의한 무응력상태로 하여 측정되었다. 단면이 0.90mm x 
2.0mm인 견골(dogbone)인장(tensile)표본을 사용하였으며 변형조정은 신장계로 하였다. 전기가열과 CO2 냉

각능력을 가진 환경실은 30℃내지 180℃의 시험온도범위를 제공한다.

치과교정와이어의  굽힘모멘트/변형특성은  대학시험실에서  굴곡강성시험으로  결정하였다.  단면이 
0.41x0.56mm인 표본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각도변형은 분도기로 측정하였다. 각도변위를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우력은 표본에 대하여 놓인 앤빌 (anvil)을 통하여 자유단에서 가한 힘에 의하여 견디어졌다. 모
든 시험에서 5mm 스팬(span)길이를 사용하였다.

합금들의 의사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 굽힘변형에서의 굽힘시험을 사용하였다. 15종의 합금에 대한 굽
힘변형에 관한 의사탄성회복변형률(한가지 합금은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안 했다)을 도 1에 
표시하였다. 합금중에 #42가 가장 큰 의사탄성변형회복을 보여주었으며 계속검토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도 2는 합금 #42의 파괴시험결과에 대한 인장응력-변형곡선을 도시하고 있다. 당해 곡선에 의한 기계적성
질을 표 1에 요약하였다. 현저한 가공경화가 아니면 단면부(R.A.)의 수축은 인장연신보다 크며 이는 합금
의 순 연성이 개선되었다는 시사이다.

[표 I]

합금 #42의 기계적 성질

UTS 항복응력 탄성계수 R.A. 인장연신률

765MPa 500Mpa 65GPa 27% 1.37%

-25℃ 내지 150℃ 온도범위에서 4% 연신률로 시험한 합금 #42에 대한 인장하중/무하중이력곡선을 도 3에 
도시하였다.

표 II.에 나열한 성분범위(중량 %)의 15종  beta  티타늄합금의 기지 (matrix)를 검사하였다.

[표 2]

              Mo            Al            Cr            V             Nb

저(low)      9.5            2             0             0             0고(high)     12             
4             2             2             4

합금들은 주요  beta  안정제로서 몰리브덴을 주요  alpha  안정제로서는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들 화
학성분들을 표 III.에 나열하였다. 모든 표본들은 800℃에서 10분간 용체화처리를 한 다음  실내온도에서 
수조내 담금질을 하였다. 표III.에서 상기 용체와처리된 표본의 굽힘시험결과를 보면 제 합금이 실내온도
에서 SME 또는 PE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한 15종의 합금중에서 합금 #28, 32, 37 및 42가 현저한 의사탄
성변형회복을 나타낸 한편 합금 #31, 33 및 41은 SME를 나타내었다.

인장하중-무하중시험은 변형회복 및 계수에 대하여 정확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SME와 PE
를 나타내는 재료의 특성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합금 #42에 대하여 4%로 인장하중을 
가한 다음 무하중하에 무응력상태의 응력-변형곡선을 도 3에 도시하였다. 유별난 PE를 온도범위 -25℃와 
25℃에서 관찰하였다. 합금 #42의 PE에 주는 냉간가공의 영향 또한 굽힘시험으로 검토하였다.

[표 3]

합금     Mo       AL       Cr        V        Nb       ES        SME      PD                                   
(%)      (%)       (%)ID

27       9.5     3.1     1.4       1.4       3.1      1.6       0         4.328       10.0    
3.5     1.7       0         0        3         0         2.929       9.0     2.3     1.4       
0         3.0      2         0.1       430       10.3    2.7     1.8       1.6       0        
2.3       0.1       3.731       11.8    3.7     0         0         0        1.9       3.5       
0.732       11.0    2.8     0         1.8       3.6      3.1       0.1       3.133       
10.4    3.6     0         1.8       3.7      1.7       3.8       0.934       10.2    2.7     
0         0         0        2.1       0         3.435       11.5    3.7     1.8       0         
0        1.8       0         3.836       8.4     3.0     1.4       1.4       3.0      2         
0.1       4.  37       11.6    2.8     1.8       1.8       0        3.4       0         
2.538       10.4    2.6     1.8       1.8       3.7      2.3       0.1       3.539       
11.6    3.6     0         1.8       3.8      2.6       0.1       3.741       11.5    2.8     
0         0         0        1.8       3.5       0.542       10.2    2.8     0         1.8       
3.7      3.7       0.5       2.2

ES - 탄성회복 ; SME - 가열에 따른 형상기억변형회복 ; PD - 영구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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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시험결과를 보면 상기 용체와처리된 표본의 20%에 이르는 냉간가공은  변형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
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 3) 여기에서 -25℃ 내지 150℃온도범위에서 현저한 의사탄성이 25
℃이하의 온도에서 관찰되었다. 잔류소성변형은 의사탄성이 온도의 감소에 따라 더욱 명백함에 따라서 감
소한다. 항복응력(마르텐사이트를 유발하기 위한 임계응력)은 그것이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근소한 정
도로 감소함에 따라 온도에는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 4).

#42를  880℃, 830℃ 및 780℃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후의 굽힘시험결과는 도 5에 도시하였다. 880℃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표본들의 결과는 의사탄성회복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합금 #42의 용체처리화된 판재를 냉간압연하여 두께를 10%와 20%로 줄여보았다. 냉간압연샘플의 굽힘시험
중의 의사탄성회복변형을 도 6에 표시하였다. 의사탄성변형회복은 냉간가공의 양을 증가한 결과 근소할 
정도로 감소하여 본 합금의 의사탄성은 20%에 이르는 냉간변형에 의하여 그다지 현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00℃ 내지 400℃ 온도범위에서의 시효(aging)의 영향을 전 외측섬유(outer- fiber)굽힘변형을 4%로 한 
굽힘시험으로 검토하였다. 200, 300 및 400℃에서 시효후의 의사탄성회복변형률을 시효시간에 대하여 표
시한 것이 도 7이다. 의사탄성회복변형은 2.8%의 상기 용체처리레벨로부터 200℃에서 1일간 시효후에 약 
1.5%로 감소하며 300℃에서 5시간 시효후에는 약 1.8%로 감소한다. 합금의 연성 또한 이러한 제 온도에서 
시효중에 현저히 감소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인장시편(tensil test specimens)을 선택한 시효조건에 따라
서 행한 후에 측정한 단면수축을 표 IV.에 나열하였다. 300℃에서 600분간 및 400℃에서 1000분간 행한 
시효후에 굽힘시편은 시험중에 4% 굽힘변형에서 파괴되었다.

이러한 저온에서의 시효취화는  omega -상의 형성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Duerig등
에 의하여 관찰된 2가지의  omega -상 효과. 즉 공작물의 저경화성과 저연성이 200 및 300℃에서 에이징
(aging)한 표본에서도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표 4]

합금 #42의 시효처리후 단면수축율(R.A.)

시효처리 R.A.

200℃/50시간 12.6%

300℃/60분 14.1%

300℃/100분 9.5%

합금 #42와 합금 #42025인 직경 0.4mm 와이어의 파괴시험에서 얻은 인장응력-변형곡선을 도 9에 도시하였
다. 용체화처리상태의 합금 #42025시편의 인장신률은 약 7%로서 #42 시편에서 얻은 값의 약 1/2에 불과하
다. 와이어시편의 파괴강도는 약 1000MPa로 약 780Mpa.인 #42의 강도보다 훨씬 높다. 시험데이터에 의한 
기계적성질을 표I.에 요약하였다. 현저한 가공경화가 아니면 단면적의 감소 (R.A.)는 인장신률(tensile 
elongation)에 비하여 보다 크며 이는 합금의 일정한 연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5, 25 및 100℃의 온도에서 4% 변형으로 시험한 인장이력곡선을 도 10에 도시하였다. 현저한 의사탄성
은 25℃이하에서 관찰되었다. 항복응력(마르텐사이트를 유발하기 위한 임계응력)은 그것이 감소하는 온도
에 따라서 약간만 감소함으로 온도에 대하여 비교적 둔감하다(도 11). 이것은 이 합금의 Af점이 실내온도

이하이며 PE가 취할 수 없는 이상의 온도인 Md'는 100℃에 근접함을 지시하고 있다.

합금 #42의 용체화처리된 판재를 10%와 20%로 줄인 두께로 냉간압연하였다. 냉간가공한것과 하지 않은 샘
플의 굽힘시험에 의한 의사탄성회복변형을 도 12에 표시하였다. 의사탄성변형회복은 냉간가공의 양을 증
가시킨 결과 근소할 정도만이 감소하였으며 이 합금에서 의사탄성은 20%에 이른 냉간변형에 의하여 그다
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합금 #42의 성분에 의한 새 합금 X42025를 용해하여 직경이 0.061″와 0.016″인 와이어를 제작하였다. 
습식화학분석에 의하면 당해 합금은 다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Ti - 11.14 중량%, Mo -2.95중량%, Al-
1.88중량%, V-3.99중량%, Nb. 합금  x42025의 4%변형으로 인장하중을 가한다음 무하중에 의하여 무변형상
태로 할 때의 곡선을 도 15에 도시하였다. 재차 당해 합금은  -25℃와 50℃ 온도범위내에서 명확한 PE를 
나타내고 있다.

합금 #42와 x42025의 화학성분을 비교하여 보면 x42025의 몰리브덴성분이 합금 #42의 것보다 거의 1%정도 
많다해도 양 합금은 거의 유사한 온도범위내에서 현저한 PE를 나타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마텐자이트변태
온도는 몰리브덴함유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Af 범위가 당해 합금들이 실내온도에서 PE를 나
타내고 있음이 명백하다. PE 또는 SME에 관하여 합금들의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범위내에 
들어 있는 화학성분 즉: 몰리브덴은 10.0 내지 12.0중량%, 알루미늄은 2.8 내지 4.0중량%, 크롬 및 바나
듐은 0.0 내지 2.0중량%, 니오붐 (niobium)은 0.0 내지 4.0중량%인 화학성분은  alpha  와  beta  안정제
의 적당한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 변태온도가 적절한 온도범위내에 들어있으면 PE 또는 SME를 나타내게 되
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해 시험데이터를 가지고 당업자는 SME 또는 PE에 필요한 변태온도나 또는 적
용온도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합금 #42의 용체화처리된 판재를 냉간가공하여 두께를 10%와 20%로 감소시켰다.  냉간가공한 것과 안한 
샘플의 굽힘시험에 의한 의사탄성회복변형을 도 12에 플롯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사탄성변
형회복은 냉간가공양을 증가시킨 결과 약간만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합금의 의사탄성은 20%이에 이르는 냉
간변형에 의하여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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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탄성  beta  티타늄과 기타 시판 치과교정궁상와이어재료와의 기계적성능을 비교하는 좋은 방법은 굽
힘강성시험에 의한다. 굽힘강성시험은 굽힘-모멘트-촉진각도곡선을 작성하는 데 이는 상이한 와이어재료
간의 비교출력(force output), 강성 및 회복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치과교정적용에 대한 새로운 
합금의 정량적인 평가에 중요하다. 

굴곡강성시험은 다양한 궁상와이어재료간의 굽힘 모멘트-촉진각도관계의 직접적인 비교를 제공하며 이는 
치과교정궁상와이어에 대한 새로운 합금의 중요한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된다. 도 8의 18-8 스테인레스강, 
니티놀(nitinol), TMA 및 합금 #42에 대한 굽힘강성시험곡선은 합금 #42가 소요특성의 배합임을 지시하고 
있다. 합금 #42는 스테인레스강과 니티놀사이에 들어 있는 TMA의 그것과 비교할 만한 회복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힘의 출력은 니티놀의 그것과 유사하다. 

상기 자료는 합금 #42가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성질들, 즉 TMA의 그것과 비교해서 보다 낮은강성(lower 
stiffness)과 함께 유사한 회복(spring-back)특성 그리고 니티놀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다 양호한 성형성
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시험준비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종전의 문헌[ ′중국의 NiTi 와이어- 새로운 치과교정합금′, 
by Charles J. Burstone외 미국치과교정저날, pp 445-452, 1985]. 18-8스테인레스강, 니티놀, TMA 및 합
금 #42에 대한 굽힘강성시험곡선을 도8에 도시하였다. 굽힘강성시험데이터는 합금 #42가 다음 성질의 배
합을 가지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TMA의 것과 비교할 때 저강성과 더불어 유사한 회복특성 및 니티놀의 
것보다 양호한 성형성.

#42025의 단조바(forged bar)의 일부를 약 30%단면수축을 수반한 직경 1.52mm와 0.40mm인 와이어로 냉간
압출한 다음 진공내를 통과시켜서 어닐링 (annealing) 하였다.  합금 #42025의 생산을 위한 실험적인 사
이즈시험(pilot size trial)에서 나타난 점은 당해 합금은 치과교정적용을 위하여 소기의 크기(size)로 
성공리에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담금질상태의 0.40mm와 1.52mm 직경의 와이어의 실내온도인장이
력 곡선을 도 13에 도시하였다. 1.52mm 와이어의 곡선상에서는 뚜렷한 의사탄성을 볼 수 있으나 0.40mm와
이어곡선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0.40mm와이어표면에서는 오염조직층이 관찰되었으나 1.52mm인 와이어샘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0.40와
이어피스의 표면층은 기계적으로 포리싱(polishing)되어 직경이 거의 0.30mm로 된 다음 알곤(argon)속에
서 용체화처리되었다. 그 결과의 인장이력곡선은 의사탄성에 있어서 다소의 향상을 보였다(도 13).

표면층은 공기중의 가열과정에서 산소가 침투되어 일어난  alpha  상인 것으로 믿어지며 합금의 의사탄성
에 불리하다. 따라서 생산공정에서 여하한 산소함유분위기 특히 치고교정적용을 위한 고도의 의사탄성회
복을 가진 재료를 얻고자하는 와이어압출의 후공정에서 장시간의 고온노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42와 #42025의 직경 1.52mm인 와이의 인장이력곡선을 비교하여 보면 최적의 성분조성과 적정한 생산 및 
열처리공정으로 재료는 그의 의사탄성성질을 현저히 향상시켜서 치과교정과 기타 의학분야의 적용에 있어
서 더욱 다목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재료가 된다고 사료된다.

합금 #42와 그의 부류에 속한 합금은 치과교정용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것은 복잡한 앵커
(anchors), 루프(loops) 및 스프링제작과 치과교정의사에 의하여 즉석에서 개별취급을 하기 위한 즉석교
정을 하도록 하는 의사탄성에 대한 역효과 없이 고도의 성형이 가능한 것이다. 강철과 티타늄와이어 또한 
성형은 가능하지만 이들 힘의 레벨은 전적인 와이어부착연결에 대하여 너무 크다. 합금 #42는 심하지않게 
어긋나 있고 작은 힘이 필요하며 부작용과, 과처리(overtreat)를 줄이며 궁상형(arch forms)을 개별화하
기 위하여 벤드(bend)를 설치한 경우 1차 레벨링(levelling) 또는 배열에 적용한다.

그러므로, Ti-Mo-Al에 의한 의사탄성티타늄합금이 개발되었다. 당해 합금은 적절히 용체화처리되면 주변
온도이하에서의 감소에 무감각인 현저한 의사탄성작용을 나타낸다. 합금의 의사탄성작용은 20% 수축에 이
르는 냉간가공에 있어선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온도가 200 내지 400℃ 범위내에서 본 합금의 시효의 
결과는 의사탄성변형회복의 감소와 연성의 손실이다. 

당해 합금은 치과교정궁상와이어를 위한 양호한 회복성, 저강성 및 양호한 성형성을 소유하고 있다. 여타 
시판중인 치과교정궁상와이어와 비교하여 볼 때 본 합금은 TMA의 것과 유사한 회복성과 니티놀의 그것과 
유사한 강성을 나타낸다.  본 합금의 치과교정궁상와이어는 치과교정치료의 중간단계에 이상적이다.

이제 당업자에게는 다른 실시 예들, 개선, 명세와 용도로 상기 발표의 서장 및 참뜻 그리고 다음의 제 청
구항들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는 본 특허범위내에서 일관하여 등가원칙을 포함하는 특허법에 따라서 해
석하여 만들 수 있음은 명백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응력유발 마르텐사이트의 성형과 환원으로 인하여 -25℃ 내지 50℃범위내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S 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높을 때 실내온도에서 SME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

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종래  beta 티타늄합금 TMA보다 낮은 강성과 출력크기를 가진 의사탄성과, 니티놀보다 
양호한 성형성과, 기타기구에 대한 용접성 및 양호한 내식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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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의사탄성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킴이 없이도 20%까지 냉간가공이 가능하여 의사탄성현상의 
고도의 회복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온도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냉간성형이 가는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
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25와 -25℃범위내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
금.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주변온도 및 / 또는 체온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
타늄합금.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용체화처리상태하의 실내온도에서 4%변형율로 인장하중을 가할 때 약 2.7%의 변형회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용체화처리상태하 실내온도에서 4% 변형률로 인장하중을 가할 때 약 3.5%의 변형회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치과교정궁상와이어, 스프링, 이식, 무수치과기구와 기타 치과교정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안경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생체내의 의료장치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장치는 다음의 그룹 즉 (1) 스텐트; (2)카테터 삽입구; (3) 턱얼굴재생과정중
에 사용되는 경구핀 및 / 또는 판; (4)수란관크램프; (5)골U자못으로부터 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그의 마르텐사이트 상태하에 냉간가공을 함으로서 초탄성성질을 가지며 상기 합금은 4%
에 이르기까지의 변형에서 완전한 탄성작용을 나타냄으로서 영구변형이나 꼬임에 견디는 의료기구와 장치
의 설계를 허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인체내의 원하는 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의료카테터내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카테터에서 
배출될 때에는 와이어가 스텐트의 기능을 하는 그의 원래코일형태로 되도록 하는 거의 선형을 취하도록 
뻗을 수 있는 작은 코일을 포함하는 의료장치에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꼬임에 대한 내성이 크며 탁월한 토르크(각각의 단부는 동일 양만큼 비틀림으로서 토르
크를 정확히 전달한다)를 가지는 카테터가이드와이어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NiTi SME 합금족의 합금에 의하여 나타낸 바와 같은 양호한 내식성과 양호한 생체적응성
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a) 10.0 내지 12.0 중량%범위의 몰리브덴;

(b) 2.8 내지 4.0 중량% 범위의 알루미늄;

(c) 0.0 내지 2.0 중량%범위의 크롬 및 바나듐범위의 크롬 및 바나듐

(d) 0.0 내지 4.0 중량% 범위의 니오붐(niobium); 과

(e) 잔여 중량%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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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합금원소들의 평형량과 크롬, 바나듐과 니오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에서 선정된 적
어도 하나의 유효한 양이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10.2중량%의 몰리브덴, 2.8중량%의 알루미늄, 1.8중량%의 바나듐, 3.7중량%의 니오붐과 
잔량의 티타늄을 포함하며 25℃  와  -25℃범위내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11.1중량%의 몰리브덴, 2.95중량%의 알루미늄, 1.9중량%의 바나듐, 4.0중량%의 니오붐
과 잔량의 티타늄을 포함하여 50℃ 와 -25℃ 범위내에서 의사탄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

청구항 21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함께 합금하는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10.0 및 12.0중량%범위의 몰리브덴;

(b) 2.8 및 4.0중량%범위의 알루미늄;

(c) 0.0 및 2.0 중량%범위의 크롬과 바나듐범위내의 크롬과 바나듐과

(d) 0.0 및 4.0중량% 니오붐; 과 

(e) 잔량의 티타늄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당해 합금은 의사탄성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킴이 없이 20%에 이르도록 냉간가공이 됨으
로서 당해 합금은 의사탄성성능의 고도의 회복특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온도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냉간성형
이 가능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또한 당해 합금을 치과교정궁상와이어로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또한 안경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을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
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1항에 있어서, 또한 생체내에 의료장치로 당해 합금을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의료장치는 다음의 그룹 즉 (1)스텐트; (2)카테터삽입구; (3)턱과 얼굴재생과정에 
사용되는 경구핀과 판; (4)수란관크램프; 와 (5)골U자형 못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니켈  
beta  티타늄합금을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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