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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perelastic titanium alloy was subjected to uniaxial tensile deformation at room temperature.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deformation mechanisms of the superelastic titanium alloy were

investigated by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and X-ray diffraction (XRD). Multiple deformation

mechanisms including stress-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SIMT), dislocation slip, {332}<113> and

{112}<111> mechanical twinning were identified with the increase in uniaxial strain. In the early stage of

deformation, a SIMT from the bcc beta phase to orthorhombic martensite phase dominantly occurred. As the

deformation proceeded, the phase fraction of the remained martensite which did not return to beta phase

obviously increased due to dislocation slip and mechanical twinning. The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value obtained from EBSD data gradual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de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dislocation evolution was produced by slip. This was well matched with the trend in 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value of the peak profile obtained from XRD data. In addition, the fraction of the

{332}<113> twin was lower than that of the {112}<111> twin in the initial specimen. However, the {332}<113>

twin rapidly increased compared to the {112}<111> twin as deformation increased.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332}<113> twinning and dislocation slip were the dominant mechanisms during plastic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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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티타늄 합금은 경량 금속으로 비강도가 높고, 탄성 계수

가 낮을 뿐 아니라, 우수한 생체 적합성과 내부식성을 가

지기 때문에 항공 우주, 생의학 및 화학 산업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1-4]. 특히, 초탄성 (superelastic) 티타늄 합

금은 일반 금속재료에서는 소성 변형이 될 정도로 대변형

이 발생하여도 하중을 제거하면 고무와 같이 원래의 초기

상태로 되돌아오는 초탄성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생

체 재료나 고급 구조용 재료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5,6].

초기에는 대표적인 초탄성 티타늄 소재로 니티놀 (Ni-Ti

계) 합금 소재에 대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7,8], 니

켈이 생체 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 됨에 따라 니켈이 첨가되지 않은 Ti-Nb계 합금 소재

의 개발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9,10]. 초탄성 Ti-Nb계 합

금은 대개 준 안정상 베타 티타늄 합금으로, 냉각 시 발생

하는 마르텐사이트 상 변태 시작 온도가 상온보다 낮아 상

온에서도 베타 상이 준 안정상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

다. 최근 이러한 베타 티타늄 합금에 대해 합금 원소와 조

성 그리고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

-정혜진: 박사과정, 르우 비엣 띠엔: 박사후연구원, 정용하: 연구원, 홍성태·한흥

남: 교수
*Corresponding Author: Heung Nam Han

[Tel: +82-2-880-9240, E-mail: hnhan@snu.ac.kr]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정혜진 · 르우 비엣 띠엔 · 정용하 · 홍성태 · 한흥남 163

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기울여졌으며 [11-14], 특히 Ti-Nb

계 합금의 조성 변화가 마르텐사이트 상 변태 온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5-19]. 이를

기반으로 초탄성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집중

적으로 이어져왔다 [18-22]. 하지만 본 소재의 소성변형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일부 보

고된 연구들에 따르면, 베타 상의 변형은 베타 상의 안정

성에 따라 전위 슬립 (dislocation slip), 변형 쌍정

(mechanical twinning) 및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

(stress-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등을 통해 발

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3-25]. 

 이때, 베타 상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응력유기 마르텐사

이트 변태가 발생하며,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변형 쌍정과

전위 슬립이 일어나게 된다 [26]. 하지만, 위의 변형 기구

들의 모두 발생하는 초탄성 티타늄 합금의 대변형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된 바 없다. 특히, 본 소재의 응용 분야

가 생체 재료나 고급 구조용 재료인만큼 복잡한 형상으로

의 성형 및 가공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변형 기구의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켈이 첨가

되지 않는 초탄성 티타늄 합금의 인장 변형을 실시하여 변

형에 따른 기계적 거동을 이해하고, 미세조직과의 연계 분

석을 통해 변형 메커니즘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29 wt%의 Nb과 7 wt%의 Zr이 함유된

초탄성 티타늄 합금 판재를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0.3 mm

이다. 일축 인장 시험을 위하여 폭 12 mm와 표점 길이

50 mm의 인장 시편을 ASTM E8 규격에 맞게 판재의

압연 방향 (RD)의 수직 방향 (TD)으로 가공하였다. 일축

인장 시험은 INSTRON-5584 장비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2

mm/min의 속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소재의 변

형 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형률 0, 0.045, 0.13 그

리고 0.18 지점에서의 시편들을 가지고 미세조직을 분석하

였다.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모든 시편들은 물리

적 연마를 한 다음 10% perchloric acid와 90% ethanol

solution으로 전해 연마하여 준비되었다. 이후 미세조직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microscope, SU70,

Hitachi)에 부착된 전자후방산란회절 검출기(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DAX/TSL, Hikari)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속전압은 15 kV로 설정하였고 결

정립 식별을 위한 critical misorientation angle은 15o를

사용하였다. 또한,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의해 생

성되는 마르텐사이트 상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하여 Cu 소

스의 X선 회절분석법(XRD, X-ray diffraction, D8-

Advanced, Bruker Miller Co.)을 활용하였다. 분석 시 스

캔 속도는 1 ̊/min으로 스캔 범위는 30o에서 80o까지 진행

하였다. 반가폭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을 측정하기위해, 회절 패턴으로부터 얻어진 피크를

pseudo-voigt 함수를 활용하여 피팅한 후, PDXL 소프트웨

어를 통해 FWHM 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본 소재의 인장 변형에 대한 응력-변형률 그래

프를 보여준다. 두 번의 항복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각각의

항복 강도와 최대 인장 강도는 약 160, 560, 그리고 620

MPa으로 얻어졌고, 파단 연신율은 0.27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두 번의 항복이 나타나는 현상은 초탄성 합금 소

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림 1의 결과를 크

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I 구

간 (elastic region) 은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구간이며, II

구간 (superelastic region) 으로 바뀌는 경계에서 첫번째

항복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응력유기 마르텐사이

트 변태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응력에 해당한다. II 구간에

서는 bcc 구조인 베타 (β) 상이 orthorhombic 구조인 마

르텐사이트 (α̋) 로 변태되는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

가 발생한다. 이 후 더 많은 변형이 부가되면 두 번째 항

복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위 슬립이나 변형 쌍정에 의한

소성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III 구간 (plastic

Fig. 1. Mechanical behavior for superelastic titanium alloy (Ti-Nb-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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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에 들어가기 전 II 구간에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해 생성된 마르텐사이트

상이 다시 베타 상으로 역 변태가 일어나게 되며 초기 상

태로 변형률을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거동 특성을 초탄성

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 소재는 약 2~5%의 초탄성 변형

률을 갖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역적인 마르텐사이트 변

태는 변태유기소성 (TRIP,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현상을 활용하여 개발된 TRIP강이나 오스테나이

트계 스테인레스강에서 관찰되는 비가역적인 상 변태와는

구분된다 [27-31].

각 변형률 별 시편들을 가지고 EBSD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극점도 (IPF, inverse pole figure) 맵과

KAM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맵을 그려 각각 그

림 2(a, c, e, g)와 2(b, d, f, h)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IPF 맵은 시편의 법선 방향 (ND)에 대한 결정방위 정보를

보여준다. 먼저, 초기 시편의 경우 그림 2a에서 볼 수 있

듯이, 평균 결정립 크기는 11.1 ± 4.5 μm으로, 등축 결정

립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결정립 내부의 결정방위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재결정이 완료된 시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내부에

변형 쌍정이 점차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변형

률 0.045 지점부터 본격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c, e, g). 평균 결정립 크기는 각 변형률

0.045, 0.13, 그리고 0.18 지점에서 9.0, 7.6, 그리고 5.8

μm으로 얻어져,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평균 결정립 크기

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변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변형률 0.13과 0.18 지점의 시편에서 보여지는 검

은색 부분은 변형이 과도하게 커서 EBSD 분석 시

Kikuchi line의 판독이 잘 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인장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집합 조직의 뚜렷한 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KAM은 선택된 픽셀을 기준으로 주변 픽

셀과의 misorientation의 평균 값을 보여주며, 이는 전위와

관련된 결정 격자의 curvature와 elastic strain field의 영

향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따라서, KAM값이 시편에 축

적된 변형 에너지나 생성된 전위의 양에 비례한다는 것은

보고된 바 있다 [32].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변형이 진

행됨에 따라 생성되는 전위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b, d, f, h). 

각 변형률 조건에서의 XRD 패턴 분석 결과를 그림 3a

에 도시하였다. 초기 시편의 경우 마르텐사이트 상의 피크

(peak)가 매우 약하게 관찰되었으며, 초기에 베타 상만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존재한 상

태임을 알 수 있었다.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베타 상의 피

크는 약해지고 마르텐사이트 상 피크의 강도 (intensity)가

강해지는 것을 그림 3b에서와 같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소재에 대해 인장 변형 시,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

태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변형률

Fig. 2. EBSD inverse pole figure (IPF) and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maps for engineering strain of (a, b) 0, (c, d)
0.045, (e, f) 0.13, and (g, h) 0.18, respectively. The different colors
indicate the orientation of each grain with respect to normal
direction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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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에서부터 베타 상 피크가 분할 (split) 되면서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피크 폭이 넓어지는 현상 (peak

broadening)이 그림 3c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높은 강도

의 변형의 결과로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상 변태에 의해

2개의 베타 서브 상들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33]. 즉, 변형 동안 생성되는 결정립계, 전위 및 공공과

같은 결함들에 의해 초기 베타 상의 피크가 2개의 베타

서브 상의 피크로 분할되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는 본 연구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전위의 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자 각 변형률 조건에서의 X선 회절 피크의

FWHM 값을 그림 4a에 도시하였으며, 이 때 EBSD 데이

터로부터 측정된 KAM 값과 함께 도시하였다. 그 결과,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베타 상 (110)과 (211)피크의

FWHM 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때, 변형

이 진행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달라져FWHM 값에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위 양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

렵지만, 앞서 EBSD 결과에서 확인한 KAM 값의 증가 경

향과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베타 상

내 전위의 양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상 분율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EBSD 상

(phase) 맵을 그려 그림 4b-e에 도시하였으며, 이때 EBSD

데이터로부터 얻은 마르텐사이트 상의 분율을 그림 4a에

도시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발생하여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그림 4a에서 마

르텐사이트 상 분율의 증가 경향이 FWHM과 KAM 값의

증가 경향과 매우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

로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과 FWHM 그리고 KAM값과 연

계하여 분석해보면, 먼저 변형률 0.045의 경우 하중 제거

후 남아있는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이 1.5%로 약간의 마르

텐사이트 상이 남아 있고 대부분 베타 상으로 역 변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력제거 이후에도 잔류한 마르

텐사이트는 처음부터 시편에 존재했던 마르텐사이트와, 변

형률 0.045까지 변형하는 동안 내부에 생성된 전위와 쌍정

으로 인해 완전하게 역 변태가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는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34]. 

변형률 0.13 지점에서는 남아있는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

이 더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소성변형이 진행되면서 생성

된 전위와 쌍정으로 인하여 마르텐사이트 상이 베타 상으

로 역 변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변

형이 더 진행된 변형률 0.18 지점에서는 더 많이 생성된

전위와 쌍정으로 남아있는 마르텐사이트 상의 분율이 급격

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변형이 진행될수록 생

Fig. 3. (a) X-ray diffraction pattern in the range of 30-80o for the specimens at the engineering strain of 0, 0.045, 0.13, and 0.18. (b and c)
Sequential changes in magnified β(110) and β(211) peaks. The arrows indicate the martensite phase (α″) peaks newly formed by stress-
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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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전위의 양이 증가하여 마르텐사이트 상이 다시 베타 상

으로 돌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형 시 발생하는 쌍정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변형률

0.13 지점의 시편에 대해 EBSD 데이터로부터 misorientation

프로파일을 그려 그림 5에 도시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형률 0.045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쌍정이 형성되기 시작하

였는데 본 소재에서 형성되는 주요한 쌍정은 {332}<113>

으로 판단된다. 이는 베타 티타늄 합금 소재에서 주로 보

여지는 대표적인 쌍정으로 그림 5c에서 알 수 있듯이

50.5o의 misorientation 각도를 가지며 coincidence site

lattice (CSL) 경계 (boundary) 가 Σ11 경계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35]. 또한, {112}<111> 쌍정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332}<113> 쌍정과는 다르게 Σ3 경계를 가지며 60o

의 misorientation 각도를 보이는 것을 그림 5b에서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최근 보고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6]. 따라서, 이 2가지 쌍정이 본 소재의 소성변형

시 주요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변형이 진행

됨에 따라 2가지 쌍정에 대한 분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

여 EBSD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구한 결과를 그림 6에

도시하였다. 

초기 시편의 경우, {332}<113> 쌍정과 {112}<111> 쌍

정 모두 관찰되었으며, 분율은 {112}<111> 쌍정이 더 많

Fig. 4. (a) The KAM, FWHM, and martensite phase fraction change
as tensile deformation proceeds. (b, c, d, and e) EBSD phase maps
for the specimens at the engineering strain of 0, 0.045, 0.13, and
0.18, respectively. (yellow area: beta phase, red area: martensite
phase).

Fig. 5. (a) EBSD IPF map for the specimen at the engineering strain
of 0.13. (b and c) Line trace across arrowed in (a) showing the
misorientation angle profiles of the {112}<111>twin and
{332}<113>tw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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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얻어졌다.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쌍정의 양은

점점 많아졌지만, 쌍정의 분율은 역전되어 {332}<113> 쌍

정의 분율이 {112}<111> 쌍정보다 커지게 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변형률 0.045부터 {332}<113> 쌍정이

본격적으로 생성되어 변형률 0.13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112}<111> 쌍

정의 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며, {332}<113> 쌍정은

증가하다 변형률 0.18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는 변형률의 증가로 인해 Kikuchi line의 판독이 잘 되지

않아서 EBSD 분석에서 확인된 쌍정의 양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며, 여기서는 특이점으로 보지 않고자 한다. 따라서,

본 소재의 경우 {112}<111> 쌍정보다는 {332}<113> 쌍

정의 생성이 주요한 소성변형 메커니즘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시 그림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항복에서 보여지는 낮은 항복강도는 미세조직 분석을 통해

관찰된 응력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두 번째 항복 현상이 일어나면

서 {332}<113>의 변형 쌍정과 전위 생성이 함께 발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소성변형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면서 내부에 생성된 전위와 쌍정으로 인해 마르텐사이

트 상이 베타 상으로 역 변태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남아있

는 마르텐사이트 상의 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4. 결 론

초탄성 티타늄 합금 소재에 대하여 상온에서 인장 시험

을 실시하고, 각 변형률 별 미세조직과 연계 분석을 통해

주요한 변형 메커니즘을 기술하였다. 인장 시험 결과, 두

번의 항복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 가지

구간인 탄성변형 구간, 초탄성변형 구간 그리고 소성변형

구간으로 나눠서 고찰하였다. 초탄성 구간에서 약간 벗어

난 변형률 0.045 지점 시편의 경우, 응력유기 마르텐사이

트 변태로 생성된 마르텐사이트 상이 하중 제거 후 역 변

태를 통해 베타 상으로 대부분 돌아왔지만, 이 때 일부 생

성된 {332}<113> 쌍정과 전위에 의해 완전히 베타 상으

로 역 변태 하지 못하고 1.5% 정도의 마르텐사이트 상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성변형 구간에 완전히

들어선 변형률 0.13과 0.18 지점 시편들의 경우 변형에 의

해 많이 생성된 전위와 {332}<113> 쌍정으로 인하여 하

중 제거 후 남아있는 마르텐사이트 상 분율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인장 변형 동안 변형 쌍정은 2가지 {332}<113>

쌍정과 {112}<111> 쌍정이 관찰되었으며, 초기 시편에는

{112}<111> 쌍정 분율이 더 컸지만, 변형이 시작되면서부

터 {332}<113> 쌍정의 분율이 증가하여 쌍정 분율이 역

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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