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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형 탄소 확산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강도 Ti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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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trength Ti Alloy Prepared via Promoting Interstitial-Carbon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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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asibility studies a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a novel simple synthesis 
technique for fabricating a new Ti alloy with improved strength and ductility, while exhibiting lower cell 
toxicity. Through consolidating pure Ti powders under a C atmosphere at elevated temperatures, a bulk 
form of the Ti alloy, in which a quantifiable amount of C is dissolved, is synthesized. While the alloy is free 
from toxic elements such as Al and V,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the developed alloy are comparable to, 
or better than, those of its commercial Ti-6Al-4V alloy counterpart. In this study, the method to design the 
alloy, its synthesis, and the resultant properties a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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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은 경량성, 우수한 비강도, 고온특성 및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 항공/우주 산업 및 해양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순수 Ti은 강도가 낮기 때문에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대

부분의 Ti은 합금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Ti-6Al-4V 합금

(이후 Ti64로 표기함)은 대표적인 Ti 합금으로서 항공/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치과 및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재료로도 널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금원소로 포함된 Al과 V으로 인

하여 최근에는 이 합금의 생체적합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1-7].

Ti 합금을 생체재료로 적용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합금에 첨가된 원소인 Al과 V를 대체하기 위한 치환형 합금

원소를 첨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Ti-Nb-Ta [8], 

Ti-Nb-Zr [9], 및 Ti-Mo-Zr [10] 합금은 대표적인 치환형 합금

이다. 이 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첨가원소

인 Nb, Mo, 및 Ta은 융점이 높고 Ti에 비하여 밀도가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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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균질한 합금을 제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8-10]. 

Ti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침입형 원소를 확산을 통하

여 주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침입형 원소의의 격자 

확산속도(lattice diffusivity)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주입된 원

소는 표면에만 국한된다. 예를 들어 질소(N)를 첨가하는 질

화법(nitridation)은 대표적인 표면강화 방법이다. 따라서 침

입형 원소를 이용하여 고강도의 벌크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서는 이 원소가 재료의 내부까지 침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침입형 원소의 격자 확산계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들 원소

를 벌크형태의 Ti의 내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 [11].

원자는 재료의 입계 및 표면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때 

확산속도는 격자를 통하여 확산하는 경우 보다 약 103~106배 

정도 빠르다. 예를 들어 β-Ti에서 탄소(C)의 격자 확산계수는 

1000 ℃에서 10-10m2/s이다 [12-15]. 따라서 C의 입계 확산계

수(grain boundary diffusivity)와 표면 확산계수(surface 

diffusivity)는 동일한 온도에서 각각 10-7과 10-4m2/s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만일 C가 1000 ℃에서 입계 및 표면확산을 한

다고 가정할 경우 C의 이동거리()는 ≈의 관계식에 

따라 수 분 이내에 수 mm에서 수 십 mm를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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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C의 표면확산 및 입계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Ti내부로 C를 확산시킬 수 있고, 따라

서 고강도의 벌크 Ti를 제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C는 

생체독성이 없는 재료이므로 이렇게 제조한 Ti 합금은 보다 

더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다.

Ti 분말을 C 분위기하에서 소결할 수 있다면 C는 Ti 분말

로 이루어진 예비성형체(green compact)의 표면 및 입계를 

따라 확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산된 C는 Ti 소결체를 강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spark 

plasma sintering, SPS)법 이용하여 벌크 형태의 Ti 합금을 제

조하였다. 새로운 Ti 합금은 Al 및 V과 같은 물질을 함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계적 특성(TS = 1550 MPa, 

ε = 40%)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Ti 재료

(순수 Ti, Ti64 합금, Ti 소결체)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비교

함으로써 침입형으로 고용된 C가 소결체 Ti 합금의 강도 향

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Ti 소결체 제조

α-Ti 분말을 C 분위기에서 방전 플라즈마 소결하여 미량

의 C를 함유한 α-Ti 소결체를 제조하였다. 시편 제조에 사용

한 Ti 원료 분말(Kojundo Chemical Laboratory Co., LTD)은 

기계적 분쇄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순도와 평균 직경이 각각 

99.95% 및 45 ㎛이다. 소결시 C의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하여 두께가 0.3 mm인 흑연 시트(순도 99.99%)를 몰드 내벽

에 설치한 후 몰드내에 Ti 분말을 장입하였다. 이 후 0.133 Pa 

(또는 1.0×10-3 Torr)의 진공상태를 유지한 후 46 MPa의 하중

을 가한 상태에서 두 가지 소결온도(900 및 1100 ℃)로 가열

하여 소결하였다. 이때 소결온도는 파이로미터로 측정한 몰

드 외벽의 온도로 가정하였다. 몰드는 30초당 500 A의 전류

를 상승시켜 최대 1500 A의 전류를 통전시켜 승온시켰다. 목

표한 소결온도에 도달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하였으며, 이 후 

노냉하여 직경과 높이가 각각 30과 10 mm인 원판형 소결체

를 제조하였다. 900 및 1100℃ 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이 두 

시편은 각각 Ti(900 ℃) 및 Ti(1100 ℃) 소결체로 이름하기로 

한다.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순수한 벌크 

Ti(99.95%)과 상업용 Ti64 합금을 구입하여 대조군 시편으

로 이용하였다.

2.2. 고용된 C 조성 분석 및 미세조직 관찰

합금내에 존재하는 미량의 C는 일반적인 정성분석법

(EDS, SIMS, XPS, XRF 등)으로 정량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선 회절법(XRD, D8 advance, Bruker)을 이

용하여 Ti에 고용된 C 조성을 정량화하였다. 시편에 대한 X-

선 회절 스펙트럼은 Cu Kα를 사용하여 40 mA와 40 kV 조건

에서 2θ = 20~80°의 범위에서 분당 2°의 속도로 기록하였다. 

소결체 내부에 고용된 C의 조성을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 먼저 순수 Ti 분말과 Ti 소결체로부터 얻은 (101) 피크

를 이용하여 격자상수를 계산하였다. 이 값을 문헌 값과의 비

교하여 Ti에 고용된 C의 농도를 유추하였다. Ti 소결체 내부

에 존재하는 석출상의 크기과 분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먼저 

시편을 경면 연마한 후 70% 나이탈 용액으로 10초간 부식시

킨 후 주사전자현미경(SEM, Quanta 200F, FEI)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소결체의 결정립 크기는 크로스폴리싱법을 사

용하여 소결체의 표면을 연마한 후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S-4300, Hitachi)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2.3. 기계적 특성 평가

제조된 두 가지 소결체 시편(Ti(900 ℃) 및 Ti(1100 ℃))과 

비교 재료인Ti(99.95%) 및 Ti64합금의 기계적 특성은 압축

시험으로 평가하였다. 압축시험편은 가로×세로× 높이가 

(2×2×4 mm)인 직육면체의 형상으로서 방전가공으로 제작하

였으며, 소결체 시험편의 경우 소결체 중앙 부위에서 시편을 

재취하였다. 압축시험시 시편과 압축판 사이의 마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흑연 윤활제를 압축판 표면에 도포

하였으며, 유압식 만능시험기(Model 8801, Instron)에서 

1.0×10-3 /s의 초기 변형률속도로 상온에서 시험하였다. 압축

시험시 시험편의 변위는 신율계(extens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각 온도에서 5회 

이상 반복시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PS법을 이용하여 Ti 분말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Ti 분말

을 감싸고 있는 흑연 시트의 C가 먼저 Ti 분말의 입계와 표면

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확산된 C는 Ti 분말의 내부로 확산하

여 우선적으로 고용된다. 소결중 고용한계 이상으로 고용된 

잉여 C는 Ti와 반응하여 탄화물(carbide)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된 C와 탄화물은 Ti 소결체의 기계적 특성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결체의 조직과 이에 상응하는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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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spectra recorded from the Ti(900 ℃) and Ti(1100 ℃) samples, showing that the XRD peaks of the Ti(900 ℃) and 
the Ti(1100 ℃) sample have shifted to the left (i.e., low-angle 
side). For comparison purpose, the XRD spectra were also 
measured from pure Ti(99.95%).

Fig. 2.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a) the as-sintered Ti(900 ℃) and (b) Ti(1100 ℃) samples, showing the presence of the 
lenticular-shaped Ti carbide in the Ti(1100 ℃) sample. (c) 
Magnified view of the Ti carbide in the Ti(1100 ℃) sample. (d) 
XRD spectra recorded from the Ti(900 ℃) and Ti(1100 ℃) alloys 
after annealing at 1100 ℃ for 1 h, showing the appearance of the 
diffraction peaks corresponding to TiC in the annealed Ti(1100 ℃) alloy. 

특성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소결체에 고용된 C의 양을 측정

하였다. 상온의 Ti에 고용된 C의 양은 매우 작기 때문에 소결

체 내부에 고용된 C의 양은 XRD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그림 1은 Ti 소결체와 순수 Ti(99.95%)으로부터 얻은 회절시

험 결과이다. Ti 소결체로부터 얻은 회절피크는 순수한 

Ti(99.95%) 시편에 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그림 2), 

소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이동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C가 Ti 격자 내에 고용함에 따라 Ti 소결체의 격자 

상수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 격자상수의 변화량을 통

하여 고용된 C의 고용량을 정량화할 수 있다 [16]. Kondoh 

등은 Ti-C 합금에서 C의 고용량에 따른 Ti 격자상수의 변화

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17]. 이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C의 조성(x, wt%)이 증가함에 따라 격자상수(a)도 선형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조성과 격자상수의 관계를 식(1)과 같이 구

하였다. Ti(900 ℃) 및 Ti(1100 ℃) 소결체내에 존재하는 C의 

고용량을 식 (1)을 이용하여 유추한 결과 각각 0.105 및 0.250 

wt%임을 알 수 있었다.

a(Å) = 0.02622x + 2.94466 (1)

Ti내에 고용할 수 있는 C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고온에

서 고용된 C는 시편이 상온으로 냉각됨에 따라 석출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림 1의 XRD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i상 이외에 

Ti 탄화물과 같은 석출물을 나타내는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

다. 이것은 시편에 석출된 석출물의 양이 너무 적거나 크기가 

작을 경우 XRD 분석 시 충분한 회절 강도를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석출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Ti(900 ℃)과 Ti(1100 ℃) 소결체의 조직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림 2). Ti(900 ℃) 합금은 단

상으로 존재하였으나 (그림 2(a)), Ti(1100 ℃) 합금에서는 직

경과 두께가 각각 ~60 ㎚와 10 nm인 판상의 미세한 석출물

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2(b),(c)). SEM으로 관찰

한 석출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Ti(900 ℃)과 Ti(1100 ℃)의 두 

가지 소결체를 1100 ℃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후 석출물을 

성장시킨 후 XRD를 이용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열처리를 한 

시편의 경우 Ti(900 ℃) 합금에서는 열처리 전과 동일하게 Ti 

피크만이 관찰되었으나, 열처리한 Ti(1100 ℃) 합금에서는 

TiC에 상응되는 피크가 관찰되었다 (그림 2(d)). 비록 열처리

를 하기 전 Ti(1100 ℃) 합금에서 관찰된 석출물에 대한 정량

적인 상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그림 2(d)의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림 2(b)와 (c)의 석출상은 시편을 제조할 때 고용된 C가 상

온으로 냉각되는 과정에서 석출된 Ti 탄화물(TixC)일 것으로 

판단된다.

Ti 내부로 확산한 C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소결된 시편을 압축시험을 하였으며, 비교재료로 사

용한 순수 Ti(99.95%) 및 Ti64 합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험

을 하였다. 네 가지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한 압축시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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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 recorded from the 
Ti(900 ℃), Ti(1100 ℃), pure bulk Ti(99.95%), and commercial 
Ti64 alloy. Note: the compression test for pure Ti(99.95%) was 
interrupted at ε = 45% because the sample tended to incline away 
from the loading axis. (b) Comparison of the yield strength and 
the fracture strain of the pure bulk Ti(99.95%), Ti(900 ℃), 
Ti(1100 ℃), and commercial Ti64 alloy. 

Fig. 4. EBSD orientation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grains 
in (a) pure Ti(99.95%), (b) commercial Ti64, (c) Ti(900 ℃), and 
(d) Ti(1100 ℃) alloys. All orientation maps were recorded from 
the transverse section perpendicular to the compression of the 
rolled sheet and the sintered alloys.

그림 3(a)에 나타내었으며, 강도-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얻은 

항복강도, 인장강도 및 변형률을 그림 3(b)에 요약하였다. 순

수 Ti(99.95%)의 경우 505 MPa에서 항복이 일어났으며, 파

단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변형되었다. Ti(900℃) 소결체의 경

우 항복강도와 최대 압축강도가 각각 647 과 1397 MPa이었

으며, Ti(1100 ℃) 소결체의 경우 각각 1000 과 1550 MPa을 

나타냈다. Ti(1100 ℃) 소결체의 강도를 Ti64 합금과 비교할 

때, 항복강도는 두 합금이 서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최

대 압축강도는 Ti(1100 ℃) 합금이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Ti(1100 ℃) 합금은 Ti64 합금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압축 변형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합금첨가에 의한 강도 증

가는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미세구조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Ti 합금에서 전위의 움직임을 방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인자는 고용된 용질원자, 

석출물 및 결정립계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Ti과 비

교하여 Ti 소결체로부터 얻은 항복강도의 증가량(Dσ)은 다

음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σ = Δσgb + Δσppt + Δσss + ··· (2)

여기서 Δσgb, Δσppt, 및 Δσss 는 각각 입자미세화강화, 석출

강화 및 고용강화에 의한 항복강도의 증가분이며, 각각의 강

화기구에 의한 강화 정도를 다음에 평가하였다.

그림 4는 네 가지 시편으로부터 기록한 EBSD 사진으로서 

시편의 결정립 크기와 분포를 보여준다. 순수 Ti(99.95%) 및 

Ti64 합금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각각 13 및 7 ㎛이었으며, 

Ti(900 ℃) 및 Ti(1100 ℃) 합금의 결정립 크기는 각각 12 및 

15 ㎛ 이었다. 여기서 Ti(900 ℃) 합금의 경우 결정립의 장/단

축비가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소결시 가압에 의하여 

변형된 분말이 900 ℃에서는 재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 Ti(1100 ℃) 합금은 소결 중 재결정이 일어났으며, 

이 결과 등방성의 결정조직을 나타낸다. 재료의 항복응력과 

결정립 크기 사이에는 식(3)과 같은 Hall-Petch 관계식이 성

립한다.

Δσgb = Ky d-1/2 (3)

여기서 Ky는 입계의 상대적 강화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서, Ti의 경우 4.61 MPa/mm1/2로 알려져 있다[3].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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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crement in the yield strength of the various Ti alloys 
contributed by the individual effect of precipitate (in green), and 
solid solution (in blue). For comparison, the yield strengths (in 
purple) measured experimentally from the same samples are also 
shown.

측정한 결정립의 크기를 이용하면 항복응력의 증가량을 계

산할 수 있다. 항복강도의 증가량은 결정립이 가장 큰 

Ti(1100 ℃) 합금의 경우 35 MPa이며, 결정립이 가장 작은 

Ti64 합금의 경우 55 MPa로서 합금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

다. 또한 이 결과는 실제로 Ti(1100℃) 합금이 나타내는 항복

강도의 증가량인 500 MPa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Ti 소결

체에서의 항복강도 증가는 결정립 미세화에 의한 영향을 포

함한 다른 강화가구가 작동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료 내에 미세한 석출물 또는 분산물이 존재

하게 되면 항복강도가 증가한다. Ti(900 ℃) 합금은 확산된 C

가 모두 Ti에 고용되었기 때문에 Ti 소결체 기지에는 석출물

이 없는 반면, Ti(1100 ℃) 합금의 경우 ~60 nm 크기의 석출

물이 250 nm의 간격으로 균일하게 생성되었다 (그림 2). 이

러한 석출물에 의한 항복강도 증가는 Orowan 강화기구로 설

명할 수 있으며, 강화의 정도는 식(4)로 예측할 수 있다.

Δσppt = Gb/L (4)

여기서 G는 Ti의 전단탄성계수(44 GPa), b는 Ti의 버거스 

벡터(0.298 nm), 그리고 L은 석출물 사이의 평균거리(250 

nm)이다. 식(4)를 이용하여 석출물의 존재에 의한 강화정도

를 계산하면 Ti(1100 ℃) 합금의 경우 52 MPa을 나타내었다. 

순수 Ti(99.95%)과 비교하여 Ti(1100 ℃) 합금의 항복 강도

의 증가량은 약 500 MPa이으로 나머지에 해당하는 강도증가 

효과는 고용체 강화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순수한 Ti에 첨가된 침입형 고용원소에 의한 고용강화의 

정도는 Ouchi 등[18]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들

은 Ti에 C가 0.1 wt% 첨가됨에 따라 Ti의 항복강도가 178 

MPa씩 증가한다는 강화효과를 관찰하였으며, 이때 항복강

도 증가량은 C의 양에 직선적으로 비례한다고 보고하였다. 

Ti(900 ℃) 및 Ti(1100 ℃) 합금에 존재한 C의 양이 각각 0.10 

및 0.25 wt%이기 때문에 이를 강도 증가량으로 환산하면 각

각 178 및 445 MPa임을 알 수 있다. 이 강화 정도를 입자미세

화 강화 및 석출경화에 의한 강도증가와 비교할 때 최대 9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강화는 소결체 

Ti 합금의 주된 강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강

화기구에 의한 강도 증가량(= Δσgb + Δσppt + Δσss)을 모두 고

려할 때 Ti(900 ℃) 및 Ti(1100 ℃) 합금의 강도는 각각 713 

및 1030 MPa로 예측할 수 있다. 이 값은 Ti(900 ℃) 및 

Ti(1100 ℃) 합금의 실제 측정치인 647 및 1000 MPa과 유사

하며, 이 비교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S법을 이용하여 순수 Ti 분말을 고온에서 

C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Ti내에 C를 고용시킬 수 있었다. C

의 고용량은 소결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1100 ℃에서 소결할 

경우 Ti기지에는 최대 0.25%의 C가 고용되었으며, 이를 통하

여 C가 고용된 벌크 상태의 Ti 합금을 제조할 수 있었다. 

Ti(1100 ℃) 합금의 경우 항복강도와 최대강도가 각각 1000

과 1550 MPa을 나타내었으며, 40%의 압축변형률을 나타내

었다. SPS법으로 제조한 Ti(1100 ℃) 합금이 나타내는 강도 

증가는 입자미세화강화, 석출경화 및 고용체강화 기구가 작

용되었으며, 이중 침입형 원소인 C의 고용강화 효과가 주된 

강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 환경하에서의 Ti 분말을 

소결하는 방법은 인체에 독성이 없는 고강도 Ti합금을 제조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우 적은 량

(0.25%)의 C를 고용한 Ti(1100 ℃) 합금이 나타내는 기계적 

특성은 10%의 치환형 원소를 고용한 상용 Ti64 합금보다 우

수하였다. 특히 Ti(1100 ℃) 합금에 고용된 C는 생체에 독성

이 없는 원소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향후 임플란트를 비롯

한 생체용 구조재료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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