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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냉각 중 산소함량이 Ti-5Al-2.5Fe 합금의 상변태 거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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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xygen content on the β to α phase transformation of the Ti-5Al-2.5Fe alloy during 
continuous cooling were investigated by varying the oxygen content between 0.08 – 0.41 wt%. Dilatometer 
tests were performed at cooling rates of 0.05 – 100 ℃/s combined with microstructure observation to 
examine phase transformation mechanisms and resulting microstructure. Our results showed that oxygen 
acted as a strong α phase stabilizer by increasing β-transus temperature, and promoted diffuse-controlled 
α phase transformation with hindering martensitic transformation. Depending on the oxygen content, the 
different transformation mechanism led to a distinct difference in microstructure evolution. As an oxygen 
content increased, α phase was developed in thicker lath forms and was globularized at a slow cooling rate, 
whereas the formation of acicular-shaped α phase was significantly reduced. Hardness behavior after 
cooling was discussed in the light of microstructure morphology and possible precipitation form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s of the investigated alloys wer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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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 합금은 비강도, 내식성 등 에서 우수한 기계적 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국방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해양･
스포츠 등 민수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1,2]. 특히 알루미

늄(Al)과 바나듐(V)을 합금 원소로 첨가한 Ti-6Al-4V 합금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이는 타이타늄 전체 사용량의 50% 이상

을 차지한다 [3,4]. 하지만 철과 알루미늄 합금과 같은 경쟁금

속에 대비하여 타이타늄 합금의 제조비용이 월등히 높기 때

문에 아직까지도 특정 산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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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효율 저비용의 FCC방식과 

Hunter 방식 등 기존의 Kroll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타이타늄 환원공정 기술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5-7], 후속가

공의 공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온성형이 가능한 합금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상용재인 

Ti-6Al-4V 합금을 대체 할 가능성이 높은 Ti-Al-Fe계 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8-11]. 이는 Ti-6Al-4V 

합금의 β 상 안정화 원소인 바나듐을 저가의 철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소재 자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철이 α/β 상 

계면의 분율을 동일 질량 대비 더 증가시켜 성형온도를 낮춤

으로써 공정비용 또한 낮출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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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investigated Ti-5Al-2.5Fe
alloys (wt%).

Material Al Fe C H N O Ti
0.80O-TAF 5.10 2.58 0.016 0.005 0.004 0.076 Bal.
0.21O-TAF 4.93 2.54 0.015 0.010 0.009 0.21 Bal.
0.41O-TAF 4.93 2.53 0.014 0.006 0.004 0.41 Bal.

Fig. 1. Simultaneous DSC-TGA results showing the β-transus 
temperature (Tβ) for the materials. Note that Tβ is a temperature at 
the second dy/dx = 0.

타이타늄 소재가 보다 다양한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

능성이 높은 다른 이유는 미세조직 제어를 통해 사용처에 적

합한 기계적 물성 제어가 용이하다는 점에 있다. 타이타늄 합

금의 미세조직은 저온 안정상인 α 상과 고온 안정상인 β 상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공열처리 중 발생하는 두 상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미세조직 특성이 결정된다 [13,14]. 미세조직 특

성 중 기계적 물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α 상의 

형상인데 [14], 이러한 형상은 등축정 조직(equiaxed 

structure), 층상 조직(lamellar structure), 혼합조직(bimodal 

structure)으로 구분된다 [14]. 등축정 조직은 균열 생성에 대

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고주기 피로성질이 우수하다 [15]. 

층상 조직은 크립강도와 인성, 피로균열 전파 저항성이 뛰어

나며 [13], 혼합 조직은 구상화 조직에 비해 높은 강도와 적절

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6]. 용체화 열처리 

후 수냉 수준의 빠른 냉각을 할 경우, 무확산 상변태를 통해 

미세한 침상(acicular-shaped) 조직의 마르텐사이트 α 상(i.e., 

α')을 유도하여 1 GPa 이상의 높은 항복강도를 구현할 수도 

있다 [17]. 반면에 로냉 수준의 느린 냉각 속도를 이용하면 등

축정 조직에 가까운 α 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조직은 소

재의 가공성이 요구되는 후속 성형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 현재까지 Ti-6Al-4V 합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

용재의 상변태 거동과 미세조직 발달 연구는 소재 물성 제어

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16-18]. 하지만, 치환형 합

금원소의 종류 및 함량에 따라 상변태 거동이 완전히 달라진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9], 새로운 합금 개발 시 그 합금의 

상변태 거동과 이로 인한 미세조직 발달에 관한 연구가 반드

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타이타늄 스크랩을 재활용할 수 있는 cold hearth법

과 같은 새로운 용해기술 개발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에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20]. 타이타늄 스크랩은 4000 ppm 이상의 

높은 산소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입형 원소인 산소가 

타이타늄의 상변태 거동과 미세조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저비용 합금으로 개발된 

Ti-Al-Fe 계 합금 중 하나인 Ti-5Al-2.5Fe 합금에 대한 연속

냉각 중 상변태 거동과 미세조직 발달을 분석하고 산소 함량

이 상변태 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딜라토미

터 시험, 미세조직 관찰, 경도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Ti-5Al-2.5Fe 합금의 연속냉각 변태도를 완성함으로써 본 합

금의 미세조직 제어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Ti-5Al-2.5Fe 합금은 유도스컬용해법

(ISM)을 통해 잉고트 형태로 제조하였다. 순수 타이타늄

(ASTM grades 1-4)과 TiO2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산소 함량

을 갖는 세 개의 Ti-5Al-2.5Fe 합금을 제조하였다. 표 1에 유

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법(ICP-OES) 및 질소, 산소, 수소 

분석법(N/O/H Determinator)을 이용하여 조사한 각 소재의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산소 함량을 0.08 – 0.41 wt%로 

설정한 이유는 타이타늄 상용재에서 통상 사용되는 산소 함

량이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서로 다

른 산소 함량을 갖는 세 소재를 산소 함량에 따라 

0.08O-TAF, 0.21O-TAF, 0.41O-TAF로 각각 표기하였다.

제조된 각 소재의 β 변태온도 측정은 SDT(Simultaneous 

DSC-TGA, TA Instrument, Q-600) 를 사용하였다. 1200 ℃
까지 5 ℃/min 로 승온하면서 단위 무게당 열류량의 변화 관

측을 통해 β 변태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 중 산화방지

를 위해 고순도의 Ar 가스를 100 ml/min 속도로 주입하였다. 

β 변태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연속냉각 중 발생하는 상변태 

거동은 딜라토미터(Theta, Dilatronic-III)시험과 미세조직 관

찰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딜라토미터 시험에 사용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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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5Al-2.5Fe phase diagram with respect to the oxygen 
content. The result was obtained by the ThermoCalc calculation 
(TTTI3 database).

Fig. 3. Optical micrographs of the materials quenched from two 
temperatures just below (right) and above (left) β-transus 
temperature (Tβ), respectively: (a) 0.08O-TAF (Tβ = 977 ℃), (b) 
0.21O-TAF (Tβ = 1014 ℃)  and (c) 0.41O-TAF (Tβ = 1045 ℃). 
Note that the temperature shown at the top right-hand corner 
indicates a temperature from which the material was quenched.

은 직경 3 mm의 봉상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3.0 × 10-4 Torr 

의 진공 분위기에서 각 소재의 β 변태온도보다 50 ℃ 높은 온

도까지 5 ℃/s 의 속도로 승온하였다. 목표온도에서 30분간 

유지 후, 고순도의 헬륨 가스 제어를 통해 냉각 속도 100, 50, 

20, 4.2, 1, 0.2, 0.05 ℃/s 의 7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냉각 중 

시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상변화 구간을 측정하였

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해 시편 단면을 연마한 후 Kroll 용액

(2% HNO3 + 2% HF + 96% H2O)으로 부식하여 광학현미경

(GX51, OLYMPUS)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소 함량에 따른  변태온도

그림 1은 0.08O-TAF, 0.21O-TAF, 0.41O-TAF 소재의 

SDT 결과이다. 온도증가에 따라 α 상이 β 상으로 변태하기 

위한 흡열반응에 의해 열류량의 감소를 나타내며, β 상으로 

변태가 시작되면서 발열반응에 의한 열류량이 증가하기 시

작한다. 발열반응이 끝나는 지점, 즉 α 상에서 β상으로의 상

변태가 완료되는 지점이 β 변태온도임을 알 수 있다. 절대적 

열류량 차이는 초기 SDT시편의 무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에 물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실험 결과, 산소함

량 차이에 따라 확연히 다른 β 변태온도를 보였다. β 변태온

도 측정 결과 0.08O-TAF는 977 ℃, 0.21O-TAF는 1014 ℃, 

0.41O-TAF는 1045 ℃로, 산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β 변태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소가 β 변

태온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결과이며, 

산소가 강력한 α 상 안정화 원소임을 입증해준다. 그림 2는 

Ti-5Al-2.5Fe 합금의 ThermoCalc(TTTI3 database) 시뮬레이

션을 통한 산소 함량 변화에 대한 상도표이다. 산소 함량의 

증가에 따라 α + β 상과 β 상의 경계가 높은 온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SDT의 β 변태온도 측

정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그림 1).

이어 SDT의 β 변태온도 측정 결과를 미세조직 관찰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 측정 된 β 변태온도를 기준으로 

±(~5 ℃)의 두 온도 조건에서 열처리 후 수냉하여 조직을 관

찰하였다. 0.08O-TAF 소재의 경우 970 ℃에서 β 결정립 주

위에 석출된 α 상들이 관찰되었으며 980 ℃에서는 α 상이 석

출되지 않고 조대한 prior β 결정립만 확인되었다 (그림 3a). 

이러한 결과는 970 – 980 ℃ 사이에 β 변태온도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SDT로 측정된 0.08O-TAF 소재의 β 변태온도(977 

℃)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0.21O-TAF와 0.41O-TAF소재의 미세조직 분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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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graphs of the as-forged materials: (a) 0.08O-TAF, (b) 0.21O-TAF and (c) 0.41O-TAF.

Fig. 5. Dilatation vs. temperature curves of (a) 0.08O-TAF, (b) 0.21O-TAF, and (c) 0.41O-TAF at cooling rates of 0.05 - 100 ℃/s. Red 
circles and triangles indicate β→α phase transformation starting and finishing temperatures, respectively.

Table 2. The temperature at which β phase is transformed into α
phase.
Cooling

rate
(℃/s)

Transformation temperature (℃)
0.08O-TAF 0.21O-TAF 0.41O-TAF

start finish start finish start finish
0.05 978 604 1016 610 - -
0.2 977 650 1002 620 1037 615
1 935 660 962 650 1018 645

4.2 840 655 865 680 924 624
20 780 655 820 670 850 722
50 775 690 745 680 840 710
100 770 710 735 698 810 710

(그림 3b,c) SDT를 이용한 β 변태온도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 연속냉각에 의한 상변태 거동

타이타늄은 일반적으로 이방성을 갖는 잉고트의 불안정한 

주조 조직을 일련의 단조 공정을 통하여 파쇄하는 과정을 거

쳐 제조된다 [1,14]. 이후에 용체화 열처리와 냉각 속도를 조

절하여 미세조직을 제어한다 [17,18]. 본 연구에서도 단조된 

소재를 이용하여 연속냉각 시 상변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ISM으로 제조한 잉고트를 2상 영역(α +β)에서 단조 공정을 

수행 후, 이 소재를 이용하여 연속냉각 시 상변태 거동을 분

석하였다. 그림 4는 단조후 소재의 미세조직 결과이다. 

0.08O-TAF의 경우 α 상 크기는 약 6.56 μm, 0.21O-TAF는 약 

7.83 μm, 0.41O-TAF는 약 11.4 μm 로 산소 함량 증가와 함께 

α 상 크기가 약 5 μm 증가하였다. 이처럼 산소 함량 차이에 

따라 결정립 크기의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세 소재 모두 등

축정 α 상을 갖는 미세조직을 보이고 있다. 산소 함량에 따라 

약간의 결정립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3.1절에서 도출

한 각 소재의 서로 다른 β 변태온도를 기준으로 약 50 ℃낮은 

온도에서 α + β 단조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문헌

에 따르면 구상화 된 α 상의 결정립 크기는 변형 온도에서의 

α 상의 층상 조직 두께와 비례하는데 [13,14], 0.41O-TAF에

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α + β 단조 온도는 다른 소재와 비교하

여 두꺼운 층상 조직을 형성시켜 결국 변형 후 조대한 α 상의 

발달을 야기시킨 것이다.

그림 5는 상변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딜라토미터 시험의 

결과이다. 딜라토미터 실험은 HCP의 α 상과 BCC의 β 상의 

상이한 격자구조에서 야기되는 상변태 시 체적변화를 원리

로 한 것으로 냉각 중 시편의 길이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상변

태의 시작/종료 온도를 알 수 있다. 시편의 미세한 길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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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ptical micrographs of the materials continuously-cooled above β-transus temperature at cooling rates of 50 ℃/s, 20 ℃/s, 4.2 ℃
/s, 1 ℃/s, 0.2 ℃/s, and 0.05 ℃/s: (a) 0.08O-TAF, (b) 0.21O-TAF, and (c) 0.41O-TAF (α' - martensitic α phase;  αGB - α phase nucleated 
at prior β grain boundaries; αw - widmanstattent α phase; αL - lamellar α phase; αeq - globularized α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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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Vickers hardness results for the three materials as a 
function of the oxygen amount. Error bars indicate the root mean 
square error.

를 감지하기 위해 2차 미분 후 변곡점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변태 시작/종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표 2).

산소 함량이 가장 낮은 0.08O-TAF의 경우, 20 ℃/s 이상의 

빠른 냉각 속도에서는 β 변태온도보다 약 180 ℃ 정도 낮은 

800 ℃이하로 상변태 시작이 지연되었다 (그림 5a). 이와 같

은 현상은 핵생성을 동반한 확산 상변태가 아닌 무확산 상변

태가 지배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 ℃/s 이

상의 빠른 냉각조건에서는 무확산 상변태에 의해 발생하는 

침상 조직의 마르텐사이트 α 상이 발달하였다 (그림 6a). 반

면에 냉각 속도가 느려질수록 상변태 시작 온도가 β 변태온

도인 977 ℃에 가깝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a와 

표2). 이와 같은 이유는 냉각 속도가 느려질수록 충분한 열적

활성화 시간을 확보하여 상변태 기구가 무확산 변태에서 핵

생성을 동반한 확산 상변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14,15]. 따라

서, 20 ℃/s 이하의 느린 냉각 속도에서는 핵생성에 유리한 β 

상 결정립계에서 α 상이 우선적으로 석출되어 결정립계를 따

라 발달하게 되는 입계 α 상을 보이며, 동시에 β 상의 결정립 

내부로 α 상이 콜로니 형태로 성장하게 되어 층상 구조를 갖

게 된다 (그림 6a). 4.2 ℃/s로 냉각할 경우 β 결정립 내부에서 

α 상 콜로니가 교차된 형태인 widmanstatten 조직을 보인다. 

이러한 조직은 상대적으로 빠른 냉각 속도인 4.2 ℃/s 의 짧은 

냉각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β 결정립 내부로 α 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α 상 콜로니에서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α 상 콜로

니가 동시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7,18]. 로냉 수준의 가장 

느린 냉각 속도 0.05 ℃/s에서는 등축정 조직의 α 상들이 발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0.05 ℃/s의 냉각 조건

에서는 β 변태온도 근처에서 α 상이 초기에 핵성성 되고 이 

후 상온으로 냉각되기까지 오랜 시간(약 330분)동안 열적에

너지를 충분히 공급 받게 된다. 이러한 환경이 α 상의 구상화 

거동을 촉진시켜 초기 층상 조직으로 석출된 a상을 열역학적

으로 안정한 등축정 조직으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소 함량이 높은 0.21O-TAF와 0.41O-TAF 의 경우, 

0.08O-TAF와 유사한 상변태 경향을 보이나 (그림 5b, c) 냉

각 속도에 따라 상변태 기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미세조

직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b, c). 빠른 냉각 속도 

조건인 20 ℃/s에서 무확산 상변태가 지배적으로 발생한 

0.08O-TAF 와 달리, 확산 상변태에 의해 발생하는 입계 α 상

이 마르텐사이트 α 상과 동시에 형성되었으며, 가장 높은 산

소 함량을 갖는 0.41O-TAF에서는 수냉 수준의 빠른 냉각 속

도 50 ℃/s에서도 입계 α 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

소가 상변태 시 무확산 상변태를 억제하고 확산 상변태를 촉

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확산 상변태가 지배적으로 발생하

는 느린 냉각 속도 영역(<4.2 ℃/s)에서도 산소 함량에 의한 

미세조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소 함량이 높

을수록 widmanstatten 조직 발달이 억제되며, 두꺼운 α 상의 

층상 조직을 갖는 (e.g., 0.2 ℃/s 조건에서 0.41O-TAF는 약 

11 μm, 0.21O-TAF는 약 7.1 μm 0.08O-TAF는 약 6.5 μm) 조

대한 α 상 콜로니가 발달하였다 (그림 6a-c). 확산 상변태가 

유리한 조건에서 widmanstatten 조직의 발달이 억제되고 두

꺼운 층상 조직 형성이 촉진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1,5], 

본 연구 결과에서의 산소 함량 증가에 따른 widmanstatten 조

직 형성의 억제와 두꺼운 층상 조직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

고, 더불어 산소가 확산 상변태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3.3. 비커스 경도

그림 7은 냉각 속도에 따른 소재별 비커스 경도의 측정결

과이다. 일반적으로 산소는 타이타늄의 강력한 고용강화 원

소로 알려져 있다 [5,9,22]. 본 합금의 경도 분석 결과도 산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거동을 보인

다 (0.41O-TAF(378 - 455 Hv) > 0.21O-TAF(340 – 436 Hv) > 

0.08O-TAF (300 – 361 Hv)). 이 결과는 산소 함량을 이용하

여 본 합금의 강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상용재 Ti-6Al-4V 합금이 갖는 경도(286 – 334 Hv 

[16-18,21])를 고려했을 때, 강도측면에서 본 합금의 우수성

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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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quilibrium phase diagram of the Ti-5Al-2.5Fe allo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showing possible phases and precipitations at 
a given temperature: (a) 0.08O-TAF, (b) 0.21O-TAF, and (c) 0.41O-TAF. These results were obtained by the JMatPro-v8 calculation 
(Ti database).

Fig. 9.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s of (a) 0.08O-TAF, (b) 0.21O-TAF, and (c) 0.41O-TAF, plotted based on the 
combined result of dilatometer, microstructure measurement, and Vickers hardness tests. Note that the microstructure was defined to be 
globularized (i.e., αeq) when the average aspect ratio of alpha phases was < 2; notations refer to the caption in Fig. 6.

냉각 속도 변화에 의한 비커스 경도 변화는 세 소재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0.2 ℃/s 보다 높은 영역에서 냉각 속

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냉각 

속도가 빨라질수록 타이타늄 합금에서 강도를 결정하는 주

요 요인인 α 상 콜로니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림 6). 

특히 20 ℃/s 보다 빠른 냉각 조건에서는 무확산 변태에 의한 

침상 조직의 마르텐사이트 α 상이 지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

로 급격한 경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와 6). 이러한 결

과는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강도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17,18]. 하지만 0.2 ℃/s 보다 낮은 범위에서

는 일반적인 결과와 상반되는 즉 냉각 속도가 느려질수록 오

히려 경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6으로부터 0.2 ℃/s 보다 느린 

냉각 속도 조건에서도 경도값을 감소시키는 조대한 α 상 콜

로니가 여전히 발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세조직 형상에 

의한 경도 감소를 상쇄시킬 정도의 다른 중요한 요인이 존재

함을 의미한다.

그림 8은 열역학 계산 프로그램인 JMatPro-v8을 이용한 

Ti-5Al-2.5Fe 합금의 평형상 분율 결과이다. 세 소재 모두에

서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금속간 화합물인 TiFe와 Ti3Al이 

석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사한 결과를 그림 2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 Ti-Al-Fe계 합금의 석출물 

거동을 실험적인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600 ℃ 이하

의 특정 온도에서 300분 이상 시효 열처리를 할 경우 TiFe가 

α/β 상 계면에 석출되었고 [23-25], 이러한 석출물이 타이타

늄 합금의 기계적 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

였다 [26,27]. 본 연구에서의 경도 증가를 보인 0.05 ℃/s 와 

0.008 ℃/s의 경우 석출상 형성 영역인 630 ℃에서 상온까지 

냉각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각각 약 210분과 1200분인데, 

이와 같은 고온 노출 시간은 그림 8의 평형상 분율 결과와 같

이 TiFe형성 영역을 거쳐 Ti3Al 금속간 화합물 생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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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속냉각 중 미세하게 생성

된 금속간 화합물이 석출강화를 통해 경도를 상승시킨 것으

로 사료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며, 현재 TEM분석을 기반으로 본 합금의 금속간 화합물 석

출 거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Ti-Al-Fe계 합금의 경도를 포함한 다

양한 기계적 물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산소 함량에 의한 고용강

화와 미세조직 형상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반드시 금속간 

화합물의 석출강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연속냉각 변태도

그림 9는 미세조직 분석과 딜라토미터 시험 결과를 기반으

로 완성한 Ti-5Al-2.5Fe 합금의 연속냉각 변태도(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이다. 3.2절에서 논의한 소재 

별 상이한 상변태 거동의 특징을 연속냉각 변태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소 함량이 가장 낮은 0.08O-TAF 경우 변

태도의 넓은 범위에 걸쳐 마르텐사이트 α 상이 형성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9a). 0.21O-TAF(그림9b)와 0.41O-TAF

(그림 9c)의 변태도 결과에서는 산소 함량이 높아질수록 마

르텐사이트 α 상 형성 범위가 좁아지며 반대로 확산 상변태

에 의한 입계 α 상, 층상 α 상, 등축정 α 상의 형성 범위가 넓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속냉각 변태도를 통하여 상변태 기구가 상변태 완

료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확산 상변태가 지

배적인 경우, 세 소재 모두 650 ℃ 근처에서 상변태가 완료되

었다 (그림 9). 이러한 결과는 온도에 따른 α/β 평형상 분율의 

예측 결과와 일치하며(그림 8), 본 합금을 상온까지 연속냉각

할 경우, α/β 상 최종 분율이 650 ℃ 근처로 냉각되었을 때 대

부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무확산 상변태가 지

배적인 마르텐사이트 α 상 형성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650 ℃)에서 상변태가 빠르게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확산을 수반하지 않

고 원자 배열이 바뀌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1,2].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무확산 상변태

가 진행되고, 결국 확산 상변태 대비 높은 온도에서 완료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그림 7의 비커스 경도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경도값을 연속냉각 변태도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하여 냉각 속도와 산소 함량의 변화에 따라 경도값이 급변하

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경도는 금속 소재의 기계

적 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5].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도출한 연속냉각 변태도는 사용처에서 요구하는 다양

한 기계적 물성의 제어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연속냉각 변태도를 판재 등의 중간재의 미세조직 

제어에 이용할 경우, 후속 성형공정에서 소재의 가공성을 향

상시킬 수 있으며 최종 미세조직까지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속냉각 변태도는 실제 

Ti-5Al-2.5Fe합금의 가공 공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5Al-2.5Fe 합금의 연속냉각 중 상변태 

거동과 미세조직 발달을 분석하고 산소 함량이 상변태 기구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더불어, 냉각 속도에 따른 소

재의 경도 변화를 미세조직 결과와 함께 고찰하였다. 본 연구

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합금의 β 변태온도는 산소 함량이 0.076 wt% 소재

의 경우는 977 ℃, 0.21 wt% 소재의 경우는 1014 ℃, 0.41 

wt% 소재의 경우는 1045 ℃로 측정되었다. 산소는 β 변태온

도를 온도를 상승시켜며 α 상 안정화 원소로 작용하였다.

(2) 연속냉각 중 산소는 무확산 상변태를 억제하고 확산 상

변태를 촉진하였다. 그 결과 산소 함량에 따라 냉각 완료 후 

미세조직 차이가 발생하였다.

(3) 냉각 속도가 느려질수록 소재의 경도값이 감소하는 일

반적인 거동을 보였다. 하지만 0.2 ℃/s 이하에서 냉각 속도가 

느려질수록 경도값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거동은 TiFe와 

Ti3Al과 같은 금속간 화합물에 의한 석출강화 효과에 기인한

다고 사료된다.

(4)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제 가공 공정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속냉각 변태도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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