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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타이타늄 합금의 슬립기구에 의한 준안정 상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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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ve studies of the metastable structures in beta Ti alloys have investigated the ambiguity 
of the unstable phase. Their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observed to have a modulated 
structure, and spot satellites of diffraction in TEM, however the formation mechanisms have not  been 
successfully interpreted because of the resolution limit of the nano lattice structure. High resolution TEM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metastable nano structure and for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no lattice and spot satellites. A metastable structure was formed just before α precipitation by 
overlapping a new lattice onto the β matrix, inducing a  modulated structure as a kind of Moire fringe. The 
new lattice structure of the 3a phase had 3 times the distance of the β lattice parameter and had lattice 
relationships with the β//3a phases of β(112)/(1100)/3a[⅓(112)] and β(222)/(1101)/3a[⅓(222)]. It wa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3a phase as a definite precipitation of the  phase, because only the limited 
zone axes of <113> and <110> were present in the TEM diffraction results of the metastable structures. 
Other zone axes, such as <100> or <111> etc., were not able to break the distinct metastable features of the 
spot satellites. Rather than precipitation, the 3a phase was activated by the slip of <113>/(112) and 
<110>/(112) in the TEM diffraction. It exhibited 3 times the distance of the β lattice parameter, which could 
not be achieved by typica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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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은 육방정 적층의 hcp 격자구조이며, 이것에 해

당되는 고용체는 α-hcp상이다. 그리고 여기에 β안정화 원소

인 V, Nb, Ta, Mo 등이 첨가되면 β-bcc 상이 된다. 그런데 상

용 타이타늄  합금은 그림 1의 상태도에서 (α+β) 및 준안정 β

합금들이 주로 활용된다 [1]. 이것은 단상인 α상 또는 β상 미

세조직 보다는 2상 조직 구조가 재질강도와 인성측면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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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품 적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4].

준안정 β합금계란 (α+β)합금계와 마찬가지로 시효에 의해 

(α+β) 2상조직 구성이지만, 용체화 처리 (STQ, Solution 

treatment & quenching) 과정에서 상온 마르텐사이트 상변태

를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α+β) 합금계와 차이를 갖는다 

[4,5]. STQ에서 형성되는 준안정 β상은 일반 안정상인 β상 

(bcc, a=3.31Å), α상 (hcp, a=2.95Å, c= 4.69Å), ″ 상 

(Orthorhombic, a=3.2Å, b=4.9Å, c=4.7Å)과  다른 준안정

(metastable) 특성을 보인다 [6]. 여기에서 준안정 특성이란 

① 회절도형상 기본 β상 회절점사이의 위성회절점 또는 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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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ase diagram of Ti and β-stabilization concentration [1]

줄무늬 형상과 ② 미세구조상 수십nm 정도의 특정간격 줄무

늬 모듈레이트 현상으로 규정된다 [7-10].

그런데 지금까지 준안정 β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준안정 β상 자체의 모

호성에 기인한다. 즉 준안정 β상이 ① 마르텐사이트나 새로

운 석출상과 같은 명확한 상변태를 겪지 않고 있지만, ② 동
시에 모상인 안정 β상과 연관된 일정 규칙의 위성회절점 현

상 및 비정상 형태의 모듈레이트 미세조직으로 구성된 점이 

준안정 β상의 모호성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 구성의 모호성

은 금속 결정학적인 정합상관계 해석보다는 제 1법칙이 적용

되는 금속 원자간 결합상태 해석이 적합할 수 있다 [11].

오메가상 (이하 상)은 준안정 β상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12-14].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

된 연구들의 상 해석은 준안정 β상과의 상관계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한다고 보여 진다. 즉 지금까지 형성되는 상 

(hcp, a=4.68Å, c=2.88Å)은 athermal/thermal로 대체로 hcp 

구조의 쌍정형태이라고 보고되는데 [12-14], 그 해석의 모호

성으로 인하여 ①무확산/확산변태, ②hcp의 격자구조 형태 

및 ③쌍정 미세구조에 관련한 준안정 β상과 구체적인 상관계

를 밝히는 것에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준안정 β상의 모호성을 추

리하여 밝히고자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준안정 β상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상을 먼저 관찰 분석하였다. 즉 준안정 β상

으로부터 유발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 분석을 통하여 

준안정의 모습을 유추하고자 한 것이다. 상분석에는 주로 투

과전자현미경이 사용되었다. 이것의 집중빔, 고분해능 기술

이 활용되어 기존 상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분석을 수

행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합금은 재료연구소 (KIMS)에서 개발된 

준안정 β합금으로써, β안정화 원소인 Nb가 다량 첨가로 합

금설계된 Ti-39Nb-6Zr (wt%) 성분이다. 이러한 TNZ합금은 

스폰지를 진공아크재용해 (VAR) 잉고트 제조 후 단조와 압

연을 거친 후 β상 영역에서 3단에 걸친 스웨이징에 의해 시험

편으로 제작가공 되었다. 그리고 시험편은 400 ℃에서 10분, 

1시간 및 4시간 시효처리하여, 각 조건에서 준안정 β상과 관

련된 상을 관찰하였다.

베타 타이타늄  합금에서 오메가상은 일반적으로 수십 nm 

크기이며, 결정방위에 의존하는 암시야상(DF, dark field)에 

의해 관찰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오메가상 분석은 광학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보다 투과전자현미경(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관찰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TEM은 JEOL-JEM 2000FX기종이며, TEM 샘플은 FIB(focused 

Ion beam) 으로 채취하였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은 β상 영역 스웨이징 가공 후 

400 ℃ 시효처리 된 것들이다. 그런데 스웨이징과 시효처리

의 모든 시험편에서 관찰되는 상은 서로 같은 형성기구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준안정 β상과 상 해석

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효처리 시간 변수에 대한 상변화요인

은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즉 본 실험의 상 관찰결과는 스웨

이징 및 시효처리 시간 관계없이 제시된 것으로써, 상 해석

에 적합하도록 나열하였다.

3.1. z=<100>의 격자구조

준안정 β상 TEM 분석에서, 정대축 z=<100>에서 준안정

적인 특징은 관찰되지 않는다. 준안정 특징이란 ① 회절도형

의 회절줄무늬 또는 위성회절점과 ②미세구조의 모듈레이트 

조직을 일컫는데, z=<100>에서 준안정 특징 ①에 해당되는 

회절 줄무늬 / 위성회절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2는 

이러한 z=<100>에서 관찰된 As_Swaged 와 400 ℃/1 hr 결과

이다. 그림 2(a),(b)는 As_Swaged의 z=<100> 격자구조 및 회

절도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회절도형상 위성회절점이 관찰

되지 않았다. 또한 그림 2(a)의 격자구조로부터 평균 격자간

격 2.3Å의 정사각형 격자무늬가 관찰된다. 이것은 β상(bcc, 

a=3.31Å)의 (110)면에 해당하며, z=<100> 정사각형 회절도



최병학･장현수･이범규･임가람･나영상･현용택･김승언･김영욱･박찬성 455

Fig. 2.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at z=<100> : (a) 
morphology and (b) diffraction pattern of As_Swaged, (c) 
morphology and (d) diffraction pattern of 400 ℃/1hr

Fig. 3. TEM micrographs of 400 ℃/1 hr at z=<113> : (a) 
modulated structure, (b) spot streaks, (c) bright field image, (d) 
dark field image

Fig. 4. High resolution TEM micrographs of 400 ℃/1 hr at 
Z=<113> : (a),(c) microstructures, (b),(d) diffraction patterns

형과 일치되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400 ℃/1 hr 에서도 그림 2(c)와 같은 평

균격자간격 2.3Å의 격자무늬와 그림 2(d)와 같이 이에 해당

하는 z=<100> 정대축 회절도형이 얻어진다. 이러한 격자간

격은 β상 (110)면에 해당되며, z=<100> 회절도형의 (110)/ 

(011) 인텍스와 일치되는 것이다.

준안정 β상에 대한 TEM z=<100>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이 정대축에서는 어떠한 준안정 특징 또는 상 출현이 관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TEM 고분해능으로 격자구조를 관찰

하였을 때 β상 (110)면에 해당되는 2.3Å 격자간격으로 측정

되어 회절도형과 격자구조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z=<113> 격자구조

TEM z=<113> 정대축에서 관찰되는 미세조직은 전형적인 

준안정상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①미세조직의 모듈레이트 

구조와 ②회절도형의 위성회절점 현상이 모두 관찰되는 것을 

일컫는다. 그림 3은 400 ℃/1 hr 의 TEM분석을 보여주는 것

인데, 그림 3(a)에서 미세조직은 준안정상의 전형적인 모습인 

모듈레이트 구조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회절도형은 그림 3(b)의 z=<113> 정대축에서 준안정상의 또 

다른 전형의 모습인 위성회절점 현상으로 나타난다. 위성회

절점들은 β상 (112)면 방향에 대하여 ⅓과 ⅔지점에 정확하게 

발생된다. 이들 위성회절점으로 구성된 명시야(BF, bright 

field)와 암시야(DF, dark field)는 그림 3(c), (d)와 같다.

이러한 ⅓(112) & ⅔(112) 지점의 위성회절점 현상과 암시

야의 수십 nm 크기에 해당되는 타원형 모습의 상형태는 일반

적으로 상으로 알려져 있다. 상이 구체적인 석출상인지 

아니면 모상인 준안정 β상과의 일정한 결정방위관계를 갖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찰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다음에는 위와 동일한 시효상태 400 ℃/1hr의 미세조직을 

TEM 집중빔 (CB, convergent beam) 및 고분해능으로 관찰

하였다. 그림 4(a)는 z=<113> 정대축으로 관찰한 고분해능의 

격자구조이다. 그림의 미세조직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B지역의 격자간격은 2.3Å이며 A와 C지역의 격자간격은 

4.1Å으로 측정된다. 또한 A/C 사이 각도는 23˚로 측정된다.

그림 4(c)는 그림 3(a)와 인접된 지역의 z=<113> 고분해능 

미세조직인데, 그림의 미세조직은 A, B, C 세 직역으로 구분



456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55권 제7호 (2017년 7월)

Fig. 5. High resolution TEM micrograghs at Z=<110> : (a),(b) 
lattice structure and diffraction pattern of As_Swaged, (c),(d) 
lattice structure and diffraction pattern of 400 ℃/10 min

된다. 각 지역의 격자간격은 그림 3(a)에서와 마찬가지로 A

지역은 2.3Å, B/C 지역은 4.1Å이며, A/C 사이 각도는 23˚로 

측정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TEM CB를 이용하여 그림 4(a)의 A와 B

지역에 대한 회절도형을 그림 4(b)와 같이 구하였다. 그림은 

CB에 의해 B지역 5 nm 정도 범위에서 얻어진 회절도형인데, 

모상은 β상(bcc, a=3.31Å)의 z=<113>이다. 이에 대한 면지수

는 그림과 같이 (110)/(112) 이다. 그런데 β상 ⅓(112) & ⅔

(112) 지점에 형성된 위성회절점들은 타 연구에서 언급하는 

소위 오메가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⅓(112) 위성회절

점으로부터 구해지는 격자간격은 4.17Å이며, β상 (110) 회절

점으로부터 구해지는 격자간격은 2.38Å이다.

그림 4(a)의 고분해능 미세조직 측정과 그림 4(b)의 회절도

형 ⅓(112)/(110) 의 격자간격은 각각 4.1Å/2.3Å 및 4.17Å/ 

2.38Å으로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세조직 

격자 구조가 위성회절점을 포함하는 회절도형 구성과 일치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림 4(a)에서 A 지역의 면 수직

방향 화살표는 그림 4(b) 회절도형의 (110)방향과 일치하며, 

B지역의 면 수직방향 화살표는 회절도형의 ⅓(112)방향과 일

치하는 것으로부터 “미세조직 격자구조 = 회절도형” 이 입증

된다.

3.3. z=<110> 격자구조

As_Swaged와 400 ℃/10min 시험편의 TEM z=<110> 정

대축에서 관찰되는 회절도형은 z=<113> 정대축에서와 동일

하게 그림 5와 같이 모상인 β상 (bcc, a=3.31Å)에 대하여 3a 

결정관계를 갖는다. 여기에서 3a 관계란 β상의 ⅓(112) 및 ⅓

(222) 지점에 위치한 위성회절점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은 타 

연구에서 언급하는 소위 오메가상과 같은 종류이다. 그리고 

고분해능 미세조직 격자간격과 위성회절점으로부터 구해지

는 격자간격을 비교하였을 때, 회절도형 위성회절점으로부

터 구해진 ⅓(112)/(110)의 격자간격은 4.05Å/2.34Å이고 미

세조직 A와 C지역의 격자간격은 4.1Å/2.3Å 으로 서로 일치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준안정 β상에 대한 정대축 별 TEM분석 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z=<100>에서 준안정상 또는 오메가상에 해당되는 회

절도형은 관찰되지 않는다.② z=<113>에서 오메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위성회절점이 관찰되며, 기본도형은 ⅓(112)/(110)

이며 격자간격은 4.1Å/2.3Å 이다.

③ z=<110>에서도 오메가상으로 볼 수 있는 위성회절점

이 관찰되며, 기본도형은 ⅓(112)/⅓(222)이다. 이에 해당하는 

격자간격은 4.1Å/2.88Å 이다.

4. 고     찰

4.1. 상의 기존 해석에 대한 고찰

준안정 베타 타이타늄 합금의 준안정 β상(bcc, a=3.31Å)으

로부터 상변태 가능한 상들은 α상 또는 α′마르텐사이트(hcp, 

a=2.95Å, c=4.69Å)과 α″(orthorhmbic, a=3.2Å, b=4.9Å, 

c=4.7Å) 및 상 (hcp, a=4.68Å, c=2.88Å)이다. 이 중에서 준

안정 β상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 위치한 것은 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준안정 β상이 저온시효나 가공변형만으로도 쉽

게 상으로 변태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입증된다 [12-14]. 

또한 상은 고온시효나 심한 가공변형시 안정상인 α상 및 α″
상으로 변태되는 것을 볼 때, 상도 준안정 β상과 같이 천이

상태의 상으로 간주된다 [4-10].

기존 연구들에 언급되고 있는 전형적인 상은 그림 3과 같

은 사다리꼴 위성회절점들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암시야상의 

수십nm 덩어리상으로 대표된다. 특히 위성회절점 현상은 

z<110> 및 z=<113>의 특정한 정대축에서만 관찰되는데, 
/로 해석되는 회절점들은 모상인 β상과 정확한 정합관계

를 이룬다. R.J. Talling 등이 밝힌 준안정 β상과 무확산 상 

(athermal Omega) 상관계는 그림 6과 같다 [6]. 그림은 w /w

  중첩의 z=<110>과 z=<113> 회절도형인데 모상 β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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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ase relationship among metastable beta,  and 3a phase 
: metastable diffraction patterns of (a) z=<110>, (b) z=<113>, and 
(c), (d) phase relationship among beta,  and 3a phase of β(112)/
(1100)/3a[⅓(112)] and β(222)/(1101)/3a[⅓(222)] [6].

정합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①⅓β(112) = (1100) = 4.05Å

②⅓β(222) = (1101) = 2.34Å

이와 같이 준안정 β상 주 회절점의 ⅓ & ⅓ 지점에 위치하

는 위성회절점들은 두가지 방위의 1/2로 해석된다. 이것

은 상 기준으로 z1=<2110> 및 z2=<1213>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준안정 β상으로부터 형성되는 상을 hcp 격자로 

규정하는 타 연구들의 해석은 비교적 타당하다 [6,12-14]. 그

러나 상은 일반 석출상과는 다르게 고유한 회절도형 정대

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본 연구와 타 문헌에서 보고되

는 상 정대축은 <2110> & <1213>에 국한되며, 결정구조가 

오히려 단순한 z=<0001>, <0110> 등에서는 상 정체가 확

인되지 않는 특이점이 있다. 이것은 상이 모상인 준안정 β

상의 bcc 결정구조에 완벽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상을 새로운 상으로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로는 상에 대한 다양한 정대축 

해석이 불가능하고, 이 상이 철저하게 모상인 β상에 제한되

는 정합관계로 구성된다는 것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4.2. 슬립을 적용한 상 해석

본 연구에서는 준안정 β상으로부터 저온시효 또는 소성가

공에 의해 유도되는 상을 변형 또는 슬립(Slip) 관점으로 고

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준안정 β상에 적용되는 슬립은 전

위(dislocation), 쌍정(twin) 및 적층결함(stacking fault)에 해

당되는데, 새로운 위성회절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칙 간격

의 슬립이 적용되어야 한다.

준안정 β상에 유발된 위성회절점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

것들이 모상인 bcc-β상에 대하여 3배 면지수에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앞의 그림 4에서 z=<113> 정대축 분석의 

경우, 위성회절점들은 (112) 면지수의 ⅓ & ⅔ 지점에 형성되

어있다. 또한 그림 5에서 z=<110> 정대축인 경우, 위성회절

점들이 (112) 면지수의 ⅓ & ⅔ 지점 및 (222) 면지수의 ⅓ & 

⅔ 지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위 상이라고 불리는 

hcp 상이 단지 모상인 bcc-β상과 3배격자상수 (3a) 정합관계

임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준안정 β상 z=<110> & <113> 정대축의 위성회

절점들을 3a 정합관계로 해석하면 그림 6과 같다 [6]. 그림

6(a),(c)에서 z=<113>의 경우 위성회절점은 β(112)의 ⅓ & ⅔ 

지점에 위치하며, 그림6(b),(d)에서 z=<110>의 경우 위성회

절점은 β(112)의 ⅓ & ⅔ 지점 외에도 β(222)의 ⅓ & 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두 정대축의 위성회절점

들은 그림6(c),(d)와 같이 ⅓(112) 또는 ⅓(222)로 규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준안정 β상 위성회절점은 bcc β상과 

정확한 정합을 이루는 3a 격자구조의 새로운 bcc상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이것을 편의상 β ′이라고 명명하면 β ′상은 bcc 격

자구조이며 격자상수는 β상의 3배인 9.93Å으로 규정된다. β ′
상은 모상인 β상과 정확한 3a 정합을 이루기 때문에, 기존 이

론들에서 이것을 격자구조가 다른 hcp_상으로 일컫는 것보

다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준안정 β상의 위성회절점을 3a 격

자구조 β′상으로 본다 해도 z=<110> & <113> 두개의 정대

축에서만 이 상을 관찰할 수 있다면, 위성회절점을 β ′상과 같

은 새로운 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여전히 문제

가 남는다.

다음에는 준안정 β상 회절도형상 위성회절점 현상을 hcp 

α상 또는 bcc β ′상과 같이 새로운 상으로 규정하는 견해를 보

완 할 수 있는 해석기구의 하나로 슬립 (Slip)을 제시한다. 이

러한 슬립기구 외에 고용된 용질이 모상격자에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경우 규칙격자로써 위성회절점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다른 준안정 베타 합금계 TEM 

미세조직 분석결과에서 상으로부터 용질원자 편석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4-7]. 즉 준안정 β상의 상변태 과정인 “준

안정 β상 → 상 → α/α′/α″ 으로부터 α/α′/α″상은 용질의 성

분변화를 동반하지만 중간단계인 상은 용질편석보다는 슬

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준안정 β상의 위성회절점을 슬립기구로 해석하는 것은 그

림 7과 같은 일정 간격의 전위 전단을 가정한 것이다. 그림의 



458 대한금속･재료학회지 제55권 제7호 (2017년 7월)

Fig. 7. Slip mechanism and simulated diffraction pattern of 3a 
structure at Z=<110>

Fig. 8.  Modulate structure & Moire fringe of 400℃/4hr

슬립 계단은 Wayman 등의 Ni-Al 형상기억합금계에서 보고

되는 슬립기구이다 [15,16].

이 합금계는 유사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동반되며, 모상 격

자간격의 9배 또는 18배 간격마다 슬립이 유발되는 9R 또는 

18R 변태로도 알려져 있다 [17,18]. 이러한 격자상변태에 의

해 열･변형에 대하여 가역적인 형상기억 현상이 가능한 것이

다. 그런데 본 연구의 준안정 β상이 타이타늄  합금 중에서 형

상기억 특성이 보고되고 있고, 상태도 상에서도 마르텐사이

트 변태와 연관되는 것을 고려할 때 준안정 β상의 위성회절

점은 9R 또는 18R과 같은 슬립기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준안정 β상 위성회절점을 슬립계단에 기인한 것으로 규정

한다면 계단은 모상인 β상 격자가 슬립면에서 3배의 격자간

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3d (hkl) 슬립계단은 특정슬립면인 

(112) & (222) 에서만 발생되어 모상인 β상에 대하여 ⅓(112) 

& ⅓(222)에 해당되는 위성회절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

한 슬립기구를 위성회절점 현상에 적용한다면 그림 7의 

z=<110> & <113> 정대축에서만 나타나는 위성회절점의 논

리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7은 앞의 그림6(b),(d)과 일치하는 z=<113>에서 

(112) 슬립면에 형성된 3d (112) 슬립계단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림에서 슬립단차는 정확하게 모상격자에 대한 3배 지

점마다 형성되는 것과 이로 인한 3d 위성회절점의 형성논리

를 제공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고찰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먼저 용

질원자의 편석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사실은 준안전 

β상 모상격자 외에 z=<110> & <113> 의 특정 정대축에서 위

성회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새로운 상으로 간주하여 

상 혹은 3a의 β′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에 용

질원자의 편석여부 판단은 현재 분석기술로 어렵다. 지금까

지 다른 모든 연구에서 이것을 상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

서 용질의 편석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없다.

두 번째로 위성회절점에 해당되는 격자구조(또는 상)의 분

포에 대한 것이다. 즉 이러한 격자구조 Zone이 모상에 전반

적으로 분포하는 것인지 또는 국부적으로 분포하는 지에 대

한 것이다. 기존 상 해석의 경우 athermal 상이 thermal 

상으로 진행되면서, 마치 시효석출물 크기가 성장하는 것처

럼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보고된다 [19-22]. 본 연구의 시

험편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것을 슬립기구 관

점으로 본다면 슬립범위의 확산과 합체로 해석될 수 있다.

준안정 베타상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그림 8(a)와 같은 

모듈레이트 구조는 결국 위에서 고찰된 a 및 3a 격자간격 차

이에 의한 격자중첩의 Moire Fringe로 보여 진다. 이러한 두 

종류의 격자구조는 회절도형상에서 2중 회절도형으로 구성

되는데, 격자중첩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회절은 위성회절점

보다 회절줄무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8(b)은 이와 

같은 다중 회절의 회절줄무늬를 보여주는 것이다.

5. 결     론

1) 준안정 β상에 대한 특정 정대축 (z=<110> & <113>) 으

로부터 유도되는 위성회절점은 기존 이론의 상 (hcp, 

a=2.95Å, c=4.69Å) 또는 3a 격자구조의 β′상 (bcc, a=9.93Å)

과 같은 구체적인 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2) 그러나 Low index인 z=<100> 또는 z=<0001> 등 다양

한 정대축에서 위성회절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

것을 모상 슬립면에 유도된 규칙적인 슬립계단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슬립계단의 간격은 슬립면지수의 3배인 3d 

(hkl)인데, ⅓(112) & ⅓(222) 가 작용한다.

3) 모상 슬립면에 유도된 슬립계단은 두 방향으로 진행하

였으며, 두 슬립계는 쌍정 경계면을 이룬다.

4) 준안정 β상 미세조직상의 모듈레이트는 모상인 β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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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슬립계단 Zone의 격자간격 차이에 의한 Moire Fringe로 판

단된다.

5) 준안정 β상으로부터 유도되는 상, 3a 및 격자슬립계단 

Zone에 대한 모든 해석의 경우에도 용질 편석 여부를 TEM 

분해능의 한계로 입증하기 어렵다. 일부 스피노달 정도의 근

거리 용질편석을 가정한다해도 모상으로부터 유도되는 슬립

계단현상이 위성회절점 또는 회절줄무늬의 준안정 특징을 

유발시키는 주요 반응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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