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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6Al-4Fe 합금의 가공열처리 미세조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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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structural analysis of a (α + β) Ti alloy was investigated to consider phase transformation in each step of the

thermo-mechanical process using by SEM and TEM EDS. The TAF (Ti-6Al-4Fe) alloy was thermo-mechanically treated with

solid solution at 880 oC, rolling at 880 oC and annealing at 800 oC. In the STQ state, the TAF microstructure was composed

of a normal hcp α and metastable β phase. In a rolled state, it was composed of fine B2 precipitates in an α phase, which

had high Fe segregation and a coherent relationship with the β matrix. Finally, in the annealing state, the fine B2 precipitates

had disappeared in the α phase and had gone to the boundary of the α and β phase. On the other hand, in a lower rolling

temperature of 704 oC, the B2 precipitates were more coarse in both the α and the boundary of α and β phase. We concluded

that microstructural change affects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ormability including rolling defects and cracks.

Key words Ti alloy, Ti-6Al-4Fe, thermo-mechanical process, phase transformation, TEM microstructure, B2 precipitation.

1. 서  론

재료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TAF (Ti-6Al-4Fe) 합금은

상용합금인 Ti-6Al-4V의 V을 Fe로 대체한 것이다. Ti

합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i-6Al-4V의 V

를 저가 원소인 Fe로 대체하면 합금 생산가를 낮출 수

있고, 생체독성이 보고되는 V을 제거함으로써 생체재료

로 활용가능한 이점이 있다. 특히 합금원소로 Fe의 첨

가는 고온강도 및 성형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된다.1,2) 이것은 합금판재 성형시 미세조직에 유

도되는 석출상과 같은 가공 및 열처리의 미세조직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

TAF 합금과 유사한 (α + β)계 합금인 Ti-6A-4V은 α

상과 β상으로 구성된다. 열처리에 의해 α상은 초석의 괴

상으로 존재하고 용체화처리로 β형성 원소가 과고용된 β

상은 시효에 의해 α + β 중첩의 라멜라 구조로 구성된

다. 이러한 Ti (α + β)계 합금은 우수한 비강도, 내식특

성 및 성형성을 나타내어, 이 합금계의 Ti-6Al-4V 합금

은 상용합금으로 사용 가치가 크다.3,4,5) TAF 합금도 Ti

(α + β)계 합금인 Ti-6Al-4V과 유사한 미세조직 구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6,7) 이중에서 β상 비율은 열처리

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 % 이상으로 구성되며 두 상

의 조직적인 특성이 합금의 강성과 연성 및 인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본 연구는 현재 상용합금으로 개발 중인 TAF 합금의

가공 및 열처리단계의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고온성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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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한 것이다. 미세조직 및 상분석

은 주로 SEM/EDS와 TEM/EDS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상의 성분분석 및 상분석으로 인한 제조단계별

상변화를 예상하는 기본원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TAF 합금의 성분은 Ti-6Al-4Fe-0.2Si이다. 이것은 (α +

β) 합금계로 용체화처리 →고온압연 →어닐링 단계로 가

공 및 열처리된다.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각

단계별 온도는 (α + β) 2상영역의 880 oC 용체화처리와

880 oC 고온압연 및 800 oC 어닐링이다. 여기에 압연온

도 영향을 알아보고자 704 oC (1300oF) 압연을 수행하였

으며. 특히 Ti 합금의 β상 준안정특성은 용체화처리 후

급냉(STQ, solid solution & quenching) 상태에서 얻어

지므로, TAF는 (α + β)의 2상 영역인 880 oC에서 열처

리 후 급냉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공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데, 미세조직 분석을 위한 시험편은 압연 빌렛

중심부에서 채취되었다. 

1. 8 mm 두께 빌렛 → 880 oC/1hr 용체화처리 후 급냉

2. 8 mm 두께 빌렛 → 4 mm 두께(50 % 압하율, 880 oC)

3. 8 mm 두께 빌렛 → 4 mm 두께(50 % 압하율, 700 oC)

4. 8 mm 두께 빌렛 → 4 mm 두께(50 % 압하율, 880 oC)

→ 800 oC 어닐링

TAF 합금의 각 열처리 단계별 상분석에는 SEM(scaning

electron microscope) 및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SEM의 HITACHI QUANTA

3D FEG 기종 및 TEM의 JEOL JEM 2000FX 기종으

로써 각각 성분분석을 위한 EDS(energy dispersive spec-

trometer)가 장착된 것이다. 여기에서 SEM 시험편 에칭

을 위해 에칭액(4%HF 2%HNO3, 96&H2O)이 사용되었

다. 또한 TEM 시험편은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으로 채취하여 일반 제트연마에 의해 발생될 수 있

는 표면 산화효과를 배제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용체화처리 후의 미세조직

TAF (Ti-6Al-4Fe) 합금의 용체화처리는 고온 성형이전

유지온도인 880 oC로 설정하고 이 온도에서 1시간 열처

리 후 수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TAF 용체화처

리의 SEM/EDS 미세조직 및 성분은 Fig. 1과 같이 평

균 5 μm 입자크기의 α상과 β상으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α상(1,2 위치)은 기본적으로 Ti 성분이 편석된 지역이며,

에칭효과로 인한 돌출지역이며 표면이 평평하거나 미세

하게 거친 요철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철

부(5,6)에 대한 성분차이는 SEM/EDS로 구분되지 않는

다. 이에 비해 β상(3,4)은 기본적으로 Fe 성분이 편석된

지역이며, 표면이 평평하고 움푹 패인 모습으로 관찰된다.

TAF 합금 용체화처리에 대한 TEM 미세조직은 Fig. 2

와 같다. 그림에서 합금의 α상은 일반적인 hcp상이며 α

상 내부에서 특별한 석출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비

해 β상은 그림과 같이 전형적인 준안정상 특징을 보인

다. 이것은 미세조직 명시야상의 모듈레이트 구조와 회

절도형상의 위성회절점 또는 회절줄무늬 현상을 일컫는

다.8,9) 그림에서 β상은 모듈레이트 특징의 불규칙 줄무

늬와 mottled 특징의 반점/얼룩무늬 미세구조로 관찰되

며, 회절도형에서 위성회절점 현상을 보이고 있다. β상

의 준안정적 요인은 β상 형성원소인 Fe원자의 불안전한

최외각 4d 전자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0-16) β

Ti 합금계의 준안정상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

명된 바 없지만, 대략 β 형성원소인 V, Nb, Fe 등의 불

안전한 원자결합이 용체화처리의 과고용이라는 구동력으

로 매우 작은 정도의 격자이동이 유발된 것에 원인이 있

Fig. 1. SEM/EDS Analysis of (a) microstructure and (b) compositions in STQ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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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bcc 금속고유의 슬립계가 동

시에 작용하면 그림과 같은 위성회절점 현상이 가능하

다. 이러한 슬립에 의한 격자이동은 (110) 또는 (200) 슬

립면 방향이며 대략 β상 격자상수의 3배에 해당되는 격

자주기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10-16) 또한 새로운 격자

주기 구성은 미세조직의 기본 격자에 대한 Moire 프린

지를 유발시켜 모듈레이트 또는 mottled 구조를 이루는

요인이다. 

Choe 등 논문에 β 티타늄 합금계의 과고용에 의한 준

안정상 해석기구가 언급되어 있는데,10-16) 이에 따르면 Ti

원자배열에 고용된 V과 같은 천이금속 원자가 고용될 때

최외각 전자들의 결합상태에 의해 일정한 규칙배열 주

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TAF 합금에서

도 Ti 원자에 Fe 원자의 고용이 Ti-V 합금과 유사한 현

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2 열간압연 후의 미세조직

TAF 합금을 880 oC에서 용체화처리 목적으로 2시간 유

Fig. 2. TEM mirostructures and diffraction patterns of (a), (b), (c) hcp α phase and (d), (e), (f) metastable bcc β phase in STQ state.

Fig. 3. SEM/EDS Analysis of (a) microstructure and (b) compositions in 880
o

C roll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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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EDS Analysis of (a), (b) precipitate of α phase and (c), (d) concave/convex area of β phase in 880
o

C rolled state.

Fig. 5. (a), (b) TEM/EDS of α and β phase, (c), (d), (e) TEM mirostructure and diffraction patterns of α phase and precipitate in 880 oC

roll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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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 후 그 온도에서 압연을 수행하였다. TAF 합금의

880 oC 압연상태 미세조직은 Fig. 3과 같다. 그림에서 Ti

편석지역인 α상(1위치)은 미세한 석출상을 포함하는 비

교적 평평한 표면이며, Fe 편석지역인 β상(2,3)은 α상 주

변 띠형태 또는 조대한 요철형태로 관찰된다. 

Fig. 4에서 α상 내부의 석출상 성분을 SEM/EDS로 분

석하면 SEM 분해능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흰색의 석출

상에 Fe 편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대한 요철의 β상 내부 굴곡에서는 성분차이가 없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α상 내부 석출상을 TEM/EDS로 분석한 결

과는 Fig. 5와 같다. 그림에서 α상 내부에는 50 nm 또

는 200 nm 크기의 석출상이 관찰되는데, 여기에는 Fe가

편석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것을 회절도형으로 분

석한 결과 기지조직의 하나인 β상과 정합관계를 유지하

는 B2 규칙격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TAF 합금의 건전한 고온압연 온도를 찾고자 704 oC에

서 압연을 수행하고 미세조직을 분석하였다. 이 온도의

Fig. 6. SEM/EDS Analysis of (a) microstructure and (b) compositions in 704 oC rolled state. 

Fig. 7. (a), (b) TEM/EDS of α and β phase, (c), (d), (e) TEM diffraction patterns of α phase and precipitate in 704 oC roll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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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에서 TAF 판재는 균열이 유발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단순히 미세조직 측면으로 880 oC 압연상태와 비

교하고자 하였다. 

TAF 합금의 704 oC 압연상태 미세조직은 Fig. 6과 같

다. 그림에서 Ti 편석지역인 α상(1,2 위치)은 평평한 표

면 또는 미세한 석출상을 포함하는 미세한 요철형태이

며, Fe 편석지역인 β상(3,4,5)은 α상 주변의 띠형태 또

는 조대한 요철형태로 관찰된다. 특히 α상과 β상 경계

의 흰색 석출상(6,7)은 SEM/EDS 분해능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Fe가 편석된 성분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α상 내부 석출상을 TEM/EDS로 분석한 결

과는 Fig. 7과 같다. 그림에서 α상 내부에는 100 nm 크

기의 석출상이 관찰되는데, 여기에는 Fe가 편석된 것으

로 확인된다. 또한 이것을 회절도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

지조직의 하나인 β상과 정합관계를 유지하는 B2 규칙격

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석출상은 Fig. 6의 SEM 미세조직에서와 같

이 α상과 β상 경계에 석출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

것을 TEM으로 확인분석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그림

에서 100 nm 크기의 구형 석출상은 주로 경계에 석출

되며 회절도형에서 이들은 기지조직의 하나인 β상과 정

합관계를 유지하는 B2 규칙격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3.3 어닐링 후의 미세조직

TAF 합금의 880 oC 압연 후 가공경화 효과를 제거하

여 냉간가공을 용이하게 하고자 800 oC 어닐링이 제시

되었다. Fig. 9는 880 oC 압연 후 800 oC 어닐링 미세조

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에서 어닐링 이전 압연상

태에서 Fig. 4(a)와 같이 관찰된 α상 내부 미세 석출상

은 어닐링 이후 그림과 같이 사라지며 대체적으로 α상

(1,2)/β상(5) 경계의 흰색상으로 재배치되는 것으로 관찰

된다. 흰색상(3,4)은 SEM/EDS 분해능 오차범위이긴 하

지만 Fe가 편석된 성분으로 분석되어, 이것이 앞의 모

든 석출상 TEM 상분석에 언급된 B2 규칙격자인 것으

로 추정된다. 

TAF 합금 어닐링시 내부 미세 석출상이 사라지고 경

계에 조대한 석출상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석출상의 계

면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의 Ostwald Ripening 현

상이며 입계에 새로운 석출이 유리한 자연의 법칙이 이

현상에 적용된다. 

Fig. 8. TEM analysis of precipitate on α/β phase boundary : (a), (b) morphologies and (c) diffraction pattern of precipitate in 704 oC rolled

state.

Fig. 9. SEM/EDS Analysis of (a) microstructure and (b) compositions in 800
o

C annealing state after 880
o

C rolling. 



416 최병학·최원열·심종헌·박찬희·강주희·김승언·현용택

앞의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TAF 합금의 일련적인 가공

및 열처리 공정은 “880 oC 용체화처리 → 880 oC 고온압

연 → 800 oC 어닐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단계에서의

미세조직은 (α + β)의 기본적인 2상 구조에 준안정적인

β상(용체화처리), α상 내부에 B2 미세석출(고온압연), α/

β 경계에 B2 석출(어닐링)으로 정리된다. TAF 개발상황

에서 880 oC 압연은 표면결함이나 균열이 없는 건전한

공정이며, 이후의 800 oC 어닐링을 통해 가공경화가 제

거되며 냉간가공이 비교적 용이하다. 즉 TAF 합금의 3

단계 가공 및 열처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

은 각 단계의 미세조직 구성에서 취성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704 oC 압연의 경

우 균열 및 표면결함이 유발되었는데, 이것은 압연상태

에서 석출된 비교적 조대한 α상 내부 및 α/β 경계의 B2

규칙격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880 oC 압연

상태에서도 B2 규칙격자상은 α상 내부에 석출하지만 효

과가 적으며, 어닐링시 경계에 정렬하며 비교적 취성효

과를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 TAF (Ti-6A-4Fe) 합금 880 oC 용체화처리 미세조

직은 hcp α상과 bcc β상으로 구성되는데, β상은 전형

적인 준안정상의 특징으로써 모듈레이트 구조와 위성회

절점 현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2) TAF 합금 880 oC 용체화처리 후 880 oC 압연상태

에서는 α상 내부에 Fe가 편석된 미세한 석출상이 유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기지조직의 하나인 bcc β

상과 정합관계를 유지하는 B2 규칙격자인 것으로 분석

된다.

3) TAF 합금 880 oC 용체화처리 후 704 oC 압연상태

에서는 α상 내부에 Fe가 편석된 미세한 석출상과 더불

어 α상/β상 경계에 조대한 석출상이 유도되는데, 이것은

B2 규칙격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4) TAF 합금 880 oC 압연 후 800 oC 어닐링상태에서

는 α상 내부에 미세 석출상이 사라지며 α상/β상 경계

에 조대한 석출상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것

은 Fe가 편석된 상이며 B2 규칙격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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