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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ultrafine grained (ufg, typically 100 > d > 500 nm) Ti-Fe eutectic materials have been highlighted due to

their extraordinarily high strength and good abrasion resist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coarse grained (cg, d > 1 µm)

materials. However, these materials exhibit limited plastic strain and toughness during room temperature deformation due to

highly localized shear strain. Several approaches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to overcome such drawbacks, such as the

addition of minor elements (Sn, Nb, Co, etc.). In this paper, we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addition of Gd and Y

contents (0.3-1.0 at.%) into the binary Ti-Fe eutectic alloy. Gd and Y are chosen due to their immiscibility with Ti.

Microstructural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 Gd phase forms in the eutectic matrix and the Gd phase size increases with

increasing Gd content. The improvem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is possibly correlated to the precipitation hardeni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i-Fe-Y alloys, with increasing Y contents, primary phases form and lamellar spacing increases

compared to the case of the eutectic alloy. Investig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reveals that the plasticity of the Ti-Fe-

Y alloys is gradually improved, without a reduction of streng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hancement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primar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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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재료과학 분야에서 극미세 공정조직을 가지는 구

조용 합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극미

세 공정합금은 우수한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조

대한 결정립 재료와 비교하여 높은 강도값과 우수한 마

모 저항성을 나타낸다.1-3) 하지만, 이런 극미세 공정조직

을 가지는 재료는 상온에서 제한적인 소성 변형능을 보

일 뿐 아니라 항복 이후 급작스러운 파괴가 발생하며,

고비용 공정 과정이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

조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마이크론 크기를 가지

는 제 이상과 나노구조 기지로 이루어진 불균일 미세조

직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4-7) 불

균일 미세조직은 공정반응을 이용하여 극미세 층상조직

을 쉽게 얻을 수 있고, 간단히 조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마이크론 크기의 초정상 또는 수지상의 분율과 크기를

제어하여 분균일 미세조직을 형성할 수 있다. 공정반응

을 이용하여 이러한 불균일 미세조직을 가지는 재료를

극미세 공정-수지상 복합체라 칭한다. 극미세 공정-수지

상 복합체에서 극미세 공정조직은 합금의 기계적 강도 향

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마이크론 크기의 초정상은 합

금의 소성 변형능 향상에 주도적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새로운 고강도 고인성 나노구조재료의 개발 가능성이 높

아 극미세 공정-수지상 복합체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마이크론 크기의 초정상의 분율이 증가

함에 따라 연성이 증가하는 반면, 강도는 큰 폭으로 감

소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단점을 극

복하고 고강도를 유지하며 연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 여

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 되었다. 첫 번째로 공정합금의

eutectic colony 형상 변화 및 크기 불균일성(length-scale

heterogeneity)을 유도한 고강도 고인성 공정합금 이다.8-10)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정조직, 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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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 공정조직(bimodal eutectic structure)을 형성하여 우

수한 기계적 물성이 나타나는 것이 연구 되었다.11) 일반

적으로 나노/극미세 결정립 소재의 경우 높은 전단 응

력에 의해 형성된 전단 띠에서 국부적인 소성 유동을 가

지는 불균일 소성 변형이 발생되어지고, 이런 높은 전

단 에너지를 갖는 전단 띠의 형성과 순간적인 전파로 급

격한 파괴가 발생되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극

화 공정 조직 복합체의 경우, 이종 공정조직 간의 계면

이 다수의 전단 띠의 형성을 유도할 뿐 아니라, 미세조

직적 불균일성이 전단띠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소성변형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연

구되어 졌다.12) 하지만 이런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신 개념의 합금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재료 개발을 이루고자

Ti70.5Fe29.5의 공정합금에 Ti과 열역학적으로 액상 분리현

상을 나타내는 Gd과 Y을 소량 첨가함으로써 미소합금

화를 통하여 기존의 높은 강도를 가지는 TiFe 공정합금

에 연성을 증가시켜 고강도 고연성의 합금을 제작하고

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 제조 방법

TiFe 공정합금에 Gd, Y 이 소량 첨가된 모합금을 제

조하기 위해서, 99.9% 이상의 고순도의 원소들을 고순도

아르곤 가스 분위기 하에서 Arc 용해법을 이용하여 제

조하였다. 또한 합금의 편석 방지 및 균일한 합금화를 위

해 3회 이상 시편을 반전 시키며 용해하였다. 이렇게 준

비된 모합금을 흡입주조(arc suction)법을 이용하여 지름

3 mm 그리고 높이 50 mm 원통형 시편을 제조하였다.

2.2 X-선 회절 분석

Arc 흡입법으로 제작되어진 TiFeGd, TiFeY 합금의 상

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 분석 장비(Rigaku Model: D/

MAX-2500/PC)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X선

회절 분석은 파장 λ = 1.5406 Å 의 CuKα1 target을 사

용하였고, 튜브 전압은 40 kV, 전류는 100 mA의 조건으

로 분석을 행하였다. X-선 회절 스펙트럼은 연속주사의

방법으로 20o~80o의 범위에서 4o/min의 속도로 얻어졌다.

2.3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rc 흡입법으로 제작된 TiFe-계 합금의 생성상의 형상

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전자 현미경(SEM: JEOL

JSM-6390, FE-SEM: Hitachi S-4700)을 이용하였다. 시

편을 조사할 경우, 시편을 에칭하지 않고 관찰하는 back

scattered electron를 이용하여 형성된 상의 명암차를 보

고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이 때 주사 전자 현미경

은 가속전압은 20~25 kV, spot size는 60의 조건으로 설

정하였다. 

2.4 기계적 특성 평가

제조된 합금의 시편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능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이용하여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측정은 상온에서 등축압축

응력으로 시험하였으며 일정한 변형속도(strain rate = 1

× 10−3/s)의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압축시험을 위한 시편

은 직경 3 mm, 높이 6 mm의 봉상시편으로 준비하였으

며 정확한 기계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해 같은 조건의 합

금에서 최소 5회 이상 압축 시험을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Arc 흡입법으로 제작한 (Ti70.5Fe29.5)100-XGdX

와 (Ti70.5Fe29.5)100-XYX (X = 0.3~1.0 at.%)의 X-선 회절 분

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JCPDS 와 대조하여 수행한 상

분석을 통해 주요 회절픽은 bcc β-Ti (A2) 고용체, TiFe

(B2) 금속간 화합물의 혼합으로 확인되었고, Gd 과 Y

의 함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Gd과 Y에 관련된 회절

픽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2((a)-(f))는 TiFeGd, TiFeY의

미세조직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Fig. 2((a)-(c))는 (Ti70.5-

Fe29.5)100-XGdX (X = 0.3~1.0 at.%) 합금의 back scattered

electron(BSE) 사진으로 어두운 명암을 가지는 β-Ti 와

Fig. 1. XRD phase analysis of the (Ti70.5Fe29.5)100-XGdX and (Ti70.5-

Fe29.5)100-XYX alloys X = 0.3 at.%~1.0 at.%; (a) (Ti70.5Fe29.5)99.7Gd0.3, (b)

(Ti70.5Fe29.5)99.5Gd0.5, (c) (Ti70.5Fe29.5)99.0Gd1.0, (d) (Ti70.5Fe29.5)99.7Y0.3,

(e) (Ti70.5Fe29.5)99.5Y0.5 and (f) (Ti70.5Fe29.5)99.0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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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의 명암을 가지는 TiFe로 이루어진 극미세 공정기지

에 밝은 명암으로 나타나는 마이크론 크기의 Gd상이 분

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기지의 lamellar spacing

은 3-5 µm 이며 Gd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1-3 µm

로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Gd의 상의 크기와 분

포가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그 크기가 감소하며 시편 전

체에 균일하게 형성됨을 볼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공

정기지의 colony의 크기가 줄어들며 일정한 방향성을 나

타내고 있다. Gd상의 부피분율은 첨가량이 0.3 at.% 일 때

1.11% 였으며, 1.0 at.% 일 때는 2.19%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Gd의 양이 아주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Gd상이 균일하게 분포 되는 것으

로 보아 응고 시 Ti과 액상분리현상을 가지는 Gd이 β-

Ti상에 고용되지 않고 PPT상으로 석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i과 Fe와의 자세한 혼합열 수치는 Table 1에 정

리되어 있다. 반면, (Ti70.5Fe29.5)100-XYX (X = 0.3~1.0 at.%)

합금의 경우 Fig. 2((d)-(f))는 Gd이 첨가되었을 때와 달

리 Y상이 수지상 형태로 나타났으며, Y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수지상의 크기와 모양이 조대해짐과 동시

에 그 수가 많이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Y의 첨가량

이 1.0 at.%일 때는 β-Ti 와 TiFe로 이루어진 공정기지의

length scale이 5-10 µm로 증가하는 구간이 국부적으로 발

생하여 구조적 불균일성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지상의 크기는 Y의 함량이 0.3 at.% 일 때는 3~6 µm

였으며 첨가량의 증가함에 따라 1.0 at.%일 때는 10~15

µm 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응고 시 Y

의 초정상이 Ti와는 섞이지 않고 Fe와 고용도를 가지면

서 공정기지의 β-Ti 상의 length scale에 큰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되어 진다. 따라서 Y의 첨가에 의한 초정상의

생성은 공정기지의 불균일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기계적 물성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액상분리현상을 가지는 Gd과 Yd의 첨가를 통

한 미소합금화는 응고시 Gd과 Y의 원소가 높은 고용도

를 가지는 β-Ti 상에 고용되어 있다가 saturation되어 주

시상 과 석출상 형성에 주요한 영항을 준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Fig. 2. SEM micrographs of the (Ti70.5Fe29.5)100-XGdX and (Ti70.5Fe29.5)100-XYX ultrafine eutectic composites X = 0.3 at.%~1.0 at.%: (a) Gd

0.3 at.%, (b) Gd 0.5 at.%, (c) Gd 1.0 at.%, (d) Y 0.3 at.%, (e) Y 0.5 at.% and (f) Y 1.0 at.%.

Table 1. The value of heat of mixing with Gd and Y.

∆Hmix Ti(KJ/mole of atom) FE(KJ/mole of atom)

Gd 15 −1

Y 15 −1

Fig. 3. Stress-strain curve of the (Ti70.5Fe29.5)100-XGdX and (Ti70.5-

Fe29.5)100-XYX ultrafine eutectic composites with X = 0.3,0.5,1.0 at

room temperature compression: (a) (Ti70.5Fe29.5)99.7Gd0.3, (b) (Ti70.5-

Fe29.5)99.5Gd0.5, (c) (Ti70.5Fe29.5)99.0Gd1.0, (d) (Ti70.5Fe29.5)99.7Y0.3, (e)

(Ti70.5Fe29.5)99.5Y0.5 and (f) (Ti70.5Fe29.5)99.0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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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압축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Ti70.5Fe29.5)100-XGd(Y)X

(X = 0.3~1.0 at.%)합금 시편의 기계적 성질을 engineering

stress-strain 곡선으로 정리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기

존의 Ti70.5Fe29.5의 조성으로 이루어진 공정합금은 1800-

2000MPa의 높은 항복강도를 나타내지만 국부적인 응력

집중을 견디지 못하고 소성구간 없이 급작스런 파괴를 가

져오지만, Gd을 소량 첨가한 경우 1700-1850MPa의 강한

항복 강도(yield strength: σy)를 유지함을 동시에 3~5%

의 소셩 변형률(plasticity: εp)을 가지고 있다. 또한 TiFeY

의 경우는 Gd를 첨가했을 경우와 비슷하게 1700-1900

MPa의 강한 강도와 3-5%의 연성을 나타냈다. TiFeGd

와 TiFeY합금의 자세한 항복 강도 σy, 최대 강도 σmax

그리고 소성 변형률 εp의 값은 Table 2에 정리되어 있

다. Gd과 Y의 첨가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항복강도는

점점 향상됨을 보이고 있으며 Y의 경우에는 소성구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기지의 층상 조

직은 강한 강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초정상이나 PPT

상의 형성과 구조적 불균일성은 연성의 증가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반면, Gd원소를 첨가했

을 경우 Ti-Fe 이원계 공정합금에 비해 연성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구간이 줄어들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Gd이 0.3 at.% 첨가된 함급

의 경우 PPT상은 매우 작고 수지상 형성이 되었지만 첨

가량이 1.0 at.%로 증가하게 되면 수지상 형성이 없고

PPT상의 크기가 조대해지며 시편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Gd의 함량이

0.3 at% 일 때 전위의 이동에 의한 Slip band의 형성이

용이한 수지상의 형성으로 인하여 더 큰 소성구간의 증

가를 가져왔다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Gd와 Y원소의 첨

가에 의한 연성의 증가는 서로 다른 거동에 의한 결과

임을 예상할 수 있다. Gd의 경우는 널리 알려진 석출

상 강화에 의한 기계적 물성의 향상이지만 Y의 경우, 수

지상의 형성 과 구조적 불균일성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

다. 이와 같이 강한 강도를 가지는 TiFe공정합금에 Ti와

액상분리현상을 나타내는 원소들의 소량 첨가는 공정기

지의 층상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상을 형성시킴과 동시

에 구조적 불균일성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극미세 공정합금의 조직에 마이크론 크기의 수지상

형성이나 불균일도를 이용한 기계적 특성 향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13,14) 하지만 첨가원소의 함량에 따라

공정기지의 조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함량이 적으면 고용도에 의하여 관련상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열역학적인 액상분리현상을 나타내는 원

소를 첨가하는 것은 소량의 첨가에도 그 영향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기존의 공

정조직의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연성을 증가시키는데 효

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의 미세구조와 기계적 특

성의 결과로 보아 Ti와 양의 혼합열을 가지는 Gd과 Y

의 첨가는 응고 시 액상분리현상을 나타내어 공정기지의

변화 없이 첨가원소의 영향으로 인한 연성 증가를 보일

수 있었다. 

4. 결  론

열역학 기반 선택적 미소합금화 방법을 이용하여 Ti-

Fe 극미세 공정합금 미세조직의 제어를 통하여 고강도

와 고연성을 동시에 구현하였다. 첨가원소로 Ti와 액상

분리현상을 나타내는 Gd, Y을 선택하여 기지의 공정조

직을 유지하며 Gd와 Y의 상을 형성시키거나 조직의 구

조적 불균일성을 유도시켜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켰다. β-

Ti와 TiFe로 이루어진 공정기지는 전형적인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데 역할을 하며, 마이크로 초정상이나 기지의 구

조적 불균일성은 연성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인하였다.

따라서 액상분리현상을 나타내는 원소의 미소합금화는 강

한 강도를 유지하며 연성을 증가시키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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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yield stress σy, ultimate stress σmax and plastic strain εp) of the Ti-Fe-Gd and Ti-Fe-Y ultrafine eutectic

composites at room temperature compression.

No. Composition σy(MPa) σmax(MPa) εp(%)

(a) (Ti70.5Fe29.5)99.7Gd0.3 1711.18 1954 5.212

(b) (Ti70.5Fe29.5)99.5Gd0.3 1821.06 2020 3.858

(c) (Ti70.5Fe29.5)99.0Gd0.3 1845.32 2044 3.837

(d) (Ti70.5Fe29.5)99.7Gd0.3 1761.44 1928 3.106

(e) (Ti70.5Fe29.5)99.5Gd0.3 1841.16 2098 5.422

(f) (Ti70.5Fe29.5)99.0Gd0.3 1908.06 2226 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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