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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간가공된 TiAl 합금의 미세조직 제어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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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 newly developed, β-phase containing TiAl alloy

have been studied through hot working and post heat treatment to enhance room temperature ductility and

strength. The controlled microstructures hadthree types of structure, fully lamellar, nearly lamellar and

duplex, and were produced by cyclic heat-treatment in a single α region and (α+γ) region after a hot-forging

process in high temperature (α+β) region. As a result of the room temperature tensile test, the fully lamellar

structure exhibited a tensile strength of 622 MPa and ductility of 0.62%. The duplex structure had a tensile

strength of 787 MPa and ductility of 1.22%, while the nearly lamellar structure showed a tensile strength

of 880 MPa and ductility of 1.76%. In the room temperature tensile test, the nearly lamellar structure

exhibited excellent tensile strength and ductility. The strength and ductility were increased by decreasing

grain size and β / B2 phase fraction. The newly developed TiAl alloy showed higher tensile valu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TiAl alloys.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structure and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of the newly developed β-phase containing TiAl alloy was examined, and the best approach for hot

working and post heat-treatment to obtain the most balanced mechanical propertie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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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간화합물인 TiAl 합금은 기존의 내열재료들에 비해

비강도 및 고온강도가 높고, 고온 내산화성 및 크리프 저

항성이 우수하여 고온에서 사용되는 구조용 부품, 대표적

으로 항공기 엔진용 저압터빈블레이드 및 자동차 터보차저

용 터빈휠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Ti 기지합금 및 Ni기 초내열합금 (superalloy)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재료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2].

TiAl 합금의 미세조직은 대표적으로 준감마조직 (near

gamma), 복합조직 (duplex), 준층상조직 (nearly lamellar),

완전층상조직 (fully lamellar) 네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완

전층상조직이 복합조직 등 다른 미세조직에 비해 우수한

크리프 특성 및 고온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3-5]. 또한, 준층상조직은 적당한 크리프 특성과 상온

에서의 연신율을 나타내어, 복합조직과 완전층상조직의 장

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그러나, TiAl 합금은 800 oC 이상에서 항복강도가 급격

히 감소되고 크리프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고 상온 연성도 부족하므로 더욱 다양한 부품에 사용 확대

를 위해서는 이 같은 특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합금원소의 첨가 및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TiAl

합금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세조직 제어의 핵심은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면서 구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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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율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미세조직 제어는 일반적

으로 열간가공 및 열처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가공량이

많을수록 고온에서의 가공 변형시 발생하는 동적재결정의

구동력이 증가하며, 재결정화가 활발해져 미세한 결정립을

얻을 수 있다 [8,9].

TiAl 합금은 기본적으로 가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

간가공에 의한 미세조직 제어를 위해서는 고온에서 형성되

는 β상을 이용해야 한다. β상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β안

정화 원소인 Nb, W, Mo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β상 영역

을 낮은 Al 함량의 조성방향으로 이동시켜 β상 분율을 증

가시켜야 한다 [10-15]. 냉각 과정 중 결정립계에 무작위

하게 형성되는 β상은 BCC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슬립계를 가지므로 β상을 포함하는 TiAl 합

금의 가공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β상은 상온에서 B2상으

로 변태되어 가공성 및 기계적특성이 저하되므로, 열간가

공 후 후속열처리를 통해 B2상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1,12,16]. 

본 연구에서는 TiAl 합금의 상온 인장강도 및 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β상이 포함된 단조용 TiAl 신합금을 개

발하고, 열간 단조 및 미세 조직제어 열처리를 통해 최적

의 기계적 특성을 갖는 열처리 조건 및 미세조직을 확인하

였다. 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복합조직, 준층상조직 및 완전

층상조직 등에 대한 기계적 특성 평가를 통해 결정립 크기,

구성상의 상분율이 상온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기계적 특성은 기존에 보고된

TiAl 합금 대비 월등히 우수한 강도 및 연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TiAl 합금의 실용화를 위한 이상적인

미세조직도 확립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금의 소재는 β상 안정화원소를 첨

가한 γ-TiAl 신합금 (Ti-44Al-5Nb-Cr-W-Si-C (at. %))으로

고순도의 Ti (99.95%), Al (99.95%), Nb (99.95%), Cr

(99.95%), W (99.95%), Si (99.95%), TiC (99.5%)의 원

소재를 플라즈마 진공아크용해법을 이용하여 고순도 Ar가

스 분위기에서 190×45×22 mm3 크기의 잉곳으로 제조하였

다. 용해 시 합금 조성의 균질화를 위해서 6회 이상 재용

해를 실시하였다. 

그림 1은 열역학 기반 예측 프로그램 (Thermo-calc)을

이용하여 계산한 Ti-xAl-5Nb 상태도이며, 이를 통해 대략

적인 상변태 온도를 예측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α-

상변태 온도는 1253 oC이고 α에서 α + β로의 상변태 온도

는 1403 oC이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확인한 α-상변태 온도

는 1260~1270 oC 였고, α에서 α + β로의 상변태 온도는

1370~1380 oC 범위로 확인되었다. 열간 단조는 전기로를

사용하여 주조 상태의 시험편을 α + β영역인 1400oC에서

가열한 후, 프레스를 이용하여 열간 단조를 수행하였고, 2

회의 단조 작업으로 초기 높이 대비 80%까지 압하하였다.

열간 단조 중 온도 저하로 인한 가공 불량 및 균열 방지

를 위해서 단조 중간에 재가열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미

세조직제어를 위한 열간가공 및 열처리 공정 모식도로서

(a)-(c)의 조건으로 각각 완전층상조직, 복합조직, 준층상조

직을 형성하였다.

미세조직관찰은 열처리된 시편을 SiC 연마포 (#100

~#2000)를 이용하여 연마 후, 1 μm 연마제를 이용하여 최

종 연마하였다. 이후 광학현미경 (OM)과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하였으며, 형성된 미세조직에서의 α/α2, β/

B2, γ상 구별은 후방산란전자 (BSE) 모드로 관찰 분석하

였다. 기계적특성 평가는 ASTM E8 규격에 따라 표점거

리 10 mm로 각 조건당 최소 2개 이상의 봉상시험편을 제

작한 후, 상온에서 1×10-4/s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17], 인장시험편 파단면을 관찰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용해 직후 주조상태의 미세조직 사진과 열간

단조 후의 미세조직 사진이다. 그림 3 (a)는 광학현미경으

Fig. 1. Ti-xAl-5Nb Phase diagram predicted by Thermo-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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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찰한 용해 직후 잉곳의 주조조직 사진으로 주조상태

에서의 결정립은 베타상이 포함된 500 μm 이상의 완전층

상조직이며, BSE 모드로 관찰하고 상분율을 측정한 결과

결정립 내부 및 결정립계에 약 6%의 β/B2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b)). 이와 같이 용해 직후 형성되

는 조대한 주조조직은 열간 단조를 통해 미세한 결정립으

로 대체될 수 있는데, 열간 단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는 고온에서 생성되는 β상이 필요하다. 고온에서의 β상은

결정립계 사이에서 무작위하게 형성되며, 열간 단조에 용

이한 충분한 수의 독립 슬립 시스템을 가진다 [17].

열간 단조는 약 50%의 베타 상분율을 가지는 α + β상

영역인 1400 oC에서 진행하였으며, β상의 결정립계 저지

효과로 인해 재열처리시 결정립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c)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열간

단조 이후 미세조직으로 60~150 μm 범위의 결정립을 가지

며 초기 주조조직이 대부분 미세한 결정립으로 대체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립계 사이에 5~10 μm 범위의

구형 γ상과 β/B2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조조

직 대비 열간 단조 이후 β/B2상의 분율은 11.38% 증가하

였다. 일부 영역에서 미세한 결정립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초기 주조조직이 남아 있는 비교적 조대한 잔존 층상조직

(remnant lamellar)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

한 잔존 층상조직은 가공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다. 잔

존 층상조직이 가지는 비 균일성의 결정립크기는 상온 연

성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잔존 층상조직의

최소화는 열간 가공시 변형 온도 및 변형률을 증가시키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8]. 또한, 그림 3(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β상 사이에 등축 γ상이 형성되는데, 이는 층상

조직이 변형되면서 동적 재결정이 발생한 것이며, 변형량

이 증가할수록 동적 재결정되는 핵생성이 빨라진다. 이러

한 동적재결정은 열간 가공 동안 주요 연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8,9,19-21]. β상이 TiAl 합금의 고온 변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2,23].

일반적으로 β상은 bcc구조를 가지고 있어, α2나 γ상에 비

해 연하기 때문에 열간 가공시 결정립계의 응집력

(cohesion)을 높이고 변형 시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β상을 포함하는 경우 결정립 미끄러짐 현상 (grain

boundary sliding)이 가속화되고, 응력을 낮추게 되어 효과

적인 열간 가공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금의

열간 가공시 β상분율은 약 12%로 확인되었다 (그림 3d).

따라서, 고온 (1400oC)에서 충분한 양의 β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80%의 열간 단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a)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완전층상조직의 사

진이며 결정립 크기는 60~200 μm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결정립계를 BSE모드로 관찰한 결과 열간 단조 직후

다량 존재하던 등축의 γ상과 B2상의 분율이 현저히 줄어

Fig. 2. Schematic diagram of hot forging and heat treatment process (a) Fully lamellar, (b) Duplex, (c) Nearly lamellar.

Fig. 3. Microstructures of (a) as-cast (OM), (b) as-cast (BSE), (c)
as-forged (OM), (d) as-forged (BS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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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b)). 그림 4(c)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복합조직 (DP)으로 미세한 등축 γ상, β

상 및 층상조직이 전체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복합조직은 열간 단조 이후의 조직을 α+γ영역에서 24

시간 열처리하여 형성하였다. 열간 단조 이후 남아있는 잔

존 층상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α+γ영역에서 장시간 열처리

를 수행하였다. 그림 4(d)에 BSE모드로 관찰한 복합조직

사진을 나타내었으며, 진한 회색이 등축 γ상 하얀색이 β상

이다. 그림 5는 α+γ영역에서의 열처리 시간에 따라 잔존

층상조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서 그림

5(a)-(d)에 보이는 바와 같이 α+γ영역에서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열처리한 결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열

간 단조 직후의 그림 3(c) 조직에 비해 등축 γ상과 β상이

성장하였으며, 잔존 층상조직의 크기는 점차 감소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24시간 열처리시 대부분의 잔존 층상

조직은 거의 제거되었으며, 35 μm 크기의 일부 층상조직

과 25~50 μm의 등축 γ상을 가지는 복합조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e)는 장시간 열처리로 형성된 복합조

직을 Tα 직하온도에서 열처리한 후 얻은 준층상조직 (NL)

사진이다. 결정립계면 사이에 등축 γ상과 β상이 소량 존재

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수의 등축 γ상이 α+γ

층상조직으로 변환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그림 4(f)의 BSE모드에서도 결정립계 사

이에 등축 γ상과 β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층상조직의 크기는 복합조직에 비해 커진 40~60 μm이다.

열처리를 통해 얻은 모든 조직들이 β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되었던 단조용 합금들과

유사하게 β상 안정화원소 첨가로 인해 β상이 나타나는 영

역이 확대되어 모든 온도구간에서 β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TiAl 가공재의 재결정 등 변형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잔존 층상조직의 형성원인은 층상조직의 이방성에 기인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층상방위가 인장방향과 수직

일 때 가장 큰 항복응력을 가지며, 중간 방위의 경우 가장

낮은 항복응력을 가진다. 또한, 층상방위가 인장방향에 평

행한 경우 비교적 높은 항복응력 값을 가지게 된다. 층상

방위가 인장방향과 수직하거나 평행인 경우를 단단한 방위

(hard orientation), 중간인 경우는 부드러운 방위 (soft

orientation)로 명명한다. 따라서, 고온 변형의 초기 단계에

서 중간 방위를 갖는 결정립에서 큰 변형이 발생하고, 평

행이나 수직인 방위는 적게 변형한다. 변형이 진행될수록

중간 방위를 갖는 결정립의 변형이 더 크게 되어 쉽게 재

결정이 발생하고, 이 영역은 더 부드러워진다. 따라서, 결

과적으로 단단한 방위를 갖는 결정립은 거의 변형이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영역들이 잔존 층상조직으로 남게 된다

(그림 3c, d 및 그림 5 참조). 이러한 잔존 층상조직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간 가공을 가하거

Fig. 4. Microstructures after hot forging and heat treatment process
of (a) FL (OM), (b) FL (BSE), (c) DP (OM), (d) DP (BSE) and (e)
NL (OM), (f) NL (BSE).

Fig. 5. Microstructure change depending on heat treatment time at
α+γ region (a) 1160 oC 3 hr, (b) 1160 oC 6 hr, (c) 1160 oC 12 hr and
(d) 1160 oC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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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기 미세조직의 층상간격이 넓은 미세조직을 갖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열간가공량

및 긴 열처리 시간을 통해 잔존 층상조직을 제거하였다 (그

림 5). 

그림 6은 미세조직 제어 열처리 이후의 각 조직별 층상

조직과 β상 및 등축 γ상의 상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조직

별로 비교하였을 때, β상 및 등축 γ상의 분율은 복합조직

에서 가장 많이 측정되었으며, 층상조직은 완전층상조직에

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각각의 미세조직과 더불어 구성

상의 상분율이 상온 인장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열처리 후 조건당 최소 2개 이상의 시편을 제작하여

상온인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7 및 표 1에 나타내었

다. 그림 7은 각 조직별 가장 우수한 결과를 인장강도-연

성 곡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주조조직시편은 인장강도

634 MPa, 연성 0.42%, 완전층상조직시편은 인장강도

622 MPa 연성 0.62%이며 복합조직은 인장강도 787 MPa,

연성 1.22%, 준층상조직은 인장강도 880 MPa, 상온연성

1.76%로 측정되었다. 상온인장강도의 경우 기존 연구결과

와 유사하게 준층상조직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지만 상온에

서의 연성 또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준층상조직간의 상온 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림 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낮은 상온연성결과가 나온

시험편 내부에는 117~275 μm 내외의 크기를 가지는 층상

조직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여 연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우수한 상온연성을 얻기 위해서는 열처리 이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층상조직의 크기, 층상조직과 등축 γ

상의 분율 및 β상 분율 등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특히 취

성이 강한 β상의 분율이 낮을수록 연성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25]. 본 연구에서 가장 우수한 상온 기계적

특성을 보여준 준층상조직과 다른 준층상조직 및 완전층상

조직을 가지는 γ-TiAl 합금들의 상온인장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합금보다 인장

강도가 우수한 합금 (Ti-44Al-8Nb-(W,B,Y))이 존재하지만

Fig. 6. The volume fraction of lamellar, B2 and equiaxed γ phases
depending on the microstructures.

Fig. 7. Room-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depending on
microstructures.

Table. 1. Microstructure and room-temperature mechanical
properties.

Condition UTS(MPa) YS(MPa) EL(%)

As-cast
588 - 0.41

634 - 0.42

As-cast(Average) 611 - 0.415

F
546 - 0.53

622 621 0.62

FL(Average) 584 - 0.575

DP 787 757 1.22

NL
853 788 1.09

880 738 1.76

NL(Average) 866.5 763 1.425

Fig. 8. Observation of partially coarse grains in a nearly lamellar
tensile specimen with the elongation of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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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연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합금이 월등히 뛰어난 물

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6,19,26-28]. 

그림 10(a)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완전층상조직

의 파단면이다. 완전층상조직의 파단면에서는 일반적으로

interlamellar 파괴양상이 많이 관찰된다 (그림 10(b)).

Interlamellar 파괴는 층상조직에서 발생되는 주된 균열형상

이며, 균열전파 시 γ와 α2상은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므로

대부분 불안정한 γ/α2 계면을 가로질러 균열이 전파된다. 따

라서 완전층상조직에서는 γ/α2 사이로 전파되는 interlamellar

파괴가 주된 파괴양상으로 알려져 있다 [29, 30]. 균열이

γ/α2 층들을 가로질러 발생하여 균열전파를 방해한다. 따라

서 translamellar 파괴양상은 상온연성 증가와 부합된다. 그

림 10(c)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복합조직의 파단면

이다. 그림 10(d)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복합조직은 파

단 시 interlamellar, translamellar, intergranular가 혼재된

파괴 양상이 관찰된다. 다수의 등축 γ상의 영향으로 균열

이 γ상의 입자의 계면을 따라 전파되어 많은 intergranular

파괴양상이 관찰되었고 미세한 층상조직의 영향으로 이방

성이 감소하여 상온에서의 강도와 연성이 증가되었다. 그

림 10(e)는 준층상조직의 파단면이다. 준층상조직은 일부

interlamellar 양상도 관찰되지만 대부분 translamellar 파괴양

상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그림 10(f)). 이러한 translamellar

파괴 양상과 미세한 층상조직의 영향으로 상온에서의 강도

와 연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찰 결과로부

터 층상조직 결정립 크기가 감소할수록 층상조직의 이방성

감소 효과를 가져와 translamellar 파괴양상이 증가됨으로

써 강도와 연성 모두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

복합조직은 취성이 강한 β/B2상의 분율이 많아 준층상조

직에 비해 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열간 단조 후 미세조직 제어 열처리 시 층상조직 결정

립 크기를 작게 하고 구성상의 상분율을 최적화하며, 취성

이 강한 β/B2 상은 최소화하는 것이 TiAl 합금의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β상 안정화원소를 첨가한 Ti-44Al-5Nb-

Cr-W-Si-C합금의 미세조직을 제어하여 기존의 주조상태에

서의 부족한 상온 인장강도 및 연성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열간 단조를 진행하여 주조조직 대비 미세한 결정립

을 형성하였으며, 미세조직 제어 열처리를 통해 완전층상

조직, 복합조직, 준층상조직을 형성하였다. 미세조직 제어

열처리 시 β상 안정화원소인 Nb, Cr, W에 의해서 β상의

영역이 확대되어 모든 열처리 조건에서 β상이 나타났으며,

복합조직을 α 변태온도 직하에서 열처리를 하였을 때 준

층상조직이 형성되었다.

상온 인장시험 결과 준층상조직이 가장 우수한 인장강도

와 연성을 나타내었다. TiAl 합금의 상온 기계적 특성은

Fig. 9. Comparison of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between
commercial and study alloys of fully lamellar and nearly lamellar
structure.

Fig. 10. Images of fracture surface of tensile test sample through
SEM (a), (b) fully lamellar, (c), (d) duplex and (e), (f) nearly
lamellar micro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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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조직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강도와 연성이 증가하지만,

β/B2상의 상분율이 증가할수록 강도 및 연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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