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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expanding the applications and workability of TiAl alloy, elongation is very important property. Fine

microstructure is needed for elonga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TiAl alloys.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yclic

heat treatment process for fine microstructure of Ti-46Al-Nb-W-Cr-Si-C alloy, which was made by VAR (vacuum

arc remelting) and VIM(vacuum induction melting) centrifugal casting process, was investigated. Cycle heat treat-

ment process was very effective for recrystallization of this TiAl system, which has microstructure size of

50~100 μm through pre-heat treatment, cyclic heat treatment in α+γ phase region and solution heat treatment

respectively. Refined grain size was finally confirmed by photos of optical microscope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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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Al 합금은 비강도와 고온강도, 크리프 특성, 내산

화성 등의 특성이 매우 좋으므로 항공우주 및 자동

차 산업 분야 등에 적용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 적용분야로서는 가스터빈 블

레이드, 터보차저 휠, 엔진 배기 밸브, 노즐 등의 부

품으로서, 600~850oC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1, 2].

그러나 상온에서의 낮은 연신율로 인해 제조 및 가

공(냉간, 열간, 절삭 등)이 매우 난해한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첨가원소 변화를 통한

합금개발과 제조공정, 열처리 기술의 개발로 연신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3-5].

일반적으로 TiAl 합금에서도 가공용 합금과 주조용

합금을 나누어 개발이 되고 있으며, 가공용 합금, 특

히 판재 및 봉재 등의 형상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열간가공특성이 좋아야 한다. 또한 주조용 합금의 경

우 고온강도 및 크리프 특성은 양호하나 연신율이

낮은 특성이 일반적이다. 즉, 용해/주조 및 열처리와

기계가공 등의 작업 시 취성을 갖게 되며, 이는 상

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연신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합금개발과 열처리 기

술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결정입계에 “γ”

상을 형성시키고 미세한 결정립을 생성시켜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8]. 결정립의 미세화는 연신

율의 상승과 더불어 재료의 기계적 강도 역시 증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TiAl 합금의 개발 시 필

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조용 합금을 대상으로 열

처리 공정개발을 통해 조직을 미세화 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조용 합금은 진공 아크 재용

해(VAR, vacuum arc remelting)를 통해 합금화

및 원재료를 제조하였고, 진공 유도 용해(VIM,

vacuum induction melting)방법으로 수평형 원심주

†Corresponding author. E-mail : mskong@iae.re.kr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for Heat Treatment



196 공만식·양현석

조기(Centrifugal remelting)를 통해 샘플 제조 후

조직 미세화를 위해 반복 열처리(Cyclic heat

treatment)를 시도하였다. 특히 반복 열처리 방법은

냉각 및 가열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응고 시 발생하는 응력을 조장하여 미세화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그러나 합금의 조성과 시

편의 크기, 열처리 공정 시 승온 및 냉각 속도 등

의 다양한 변수들 로 인해 새로운 개발 합금의 적

절한 열처리 조건을 도출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합금의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확인하고 상변화 온도를 도출하여

100 μm 이하 크기를 갖는 결정립 미세화를 시도하

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샘플의 조성은 Ti-46Al-Nb-W-

Cr-Si-C계로 재료연구소(KIMS)에서 설계된 주조용

합금을 활용하였다. Fig. 1과 같이 샘플은 ϕ15 mm

× L130 mm의 크기 및 형상으로 인장시험편 제작을

고려하여 주조합금 제조를 시도하였다. 주조된 샘플

은 약 2 cm 단위의 가로 방향으로 절단하여 열처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처리 공정 시 샘플의 크기는

열처리 시간에 영향을 주므로 향후 인장시험편의 열

처리 수행 시에는 새로운 시간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Fig. 2는 Ti-46Al-Nb-W-Cr-Si-C계 합금의 미세화

열처리를 위한 열처리 공정도이다. 1단계 열처리 공

정인 사전 열처리(Pre-heat treatment) 공정을 위해

승온속도 10oC/mim, 유지조건 1,420oC-20 min, 공

냉(Air quenching)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단계

공정은 반복열처리 공정으로서 승온속도 10oC/mim,

유지조건 1,150oC-120 min, 공냉의 순으로 진행하였

고, 반복열처리 공정은 같은 조건으로 총 4회 진행

하였으며, 2회 진행 시 결정립 미세화의 진행 과정

을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3단계 최종 열처리(Solution heat

treatment) 공정은 승온속도 10oC/mim, 유지조건

1,330oC-10~30 min 및 1,350oC-10~30 min, 공냉

의 순으로 실험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Ti-Al계 합금은 열처리 공정 시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시차주사열계량법(DSC, High

Temp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404 F1)

분석을 하였고, 열처리 공정 이후에는 미세조직 관찰

을 위해 광학현미경과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Schottky FE-SEM, MIRA 3)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변화 온도 조건

Fig. 3은 반복열처리 공정의 온도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DSC 결과로서 1,150oC와 1,291oC에서 흡열반

Fig. 1. Sample casted by centrifugal casting process (cutted gate of upper region).

Fig. 2. Cyclic heat treatment schedule for VIM-
centrifugal caste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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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온도를 기준으

로 열처리 온도 범위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1,150oC 온도구간은 α
2
+γ → α+γ 상으로 변하는

구간으로, γ 상의 분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며, 선행

연구된 Ti-Al계 합금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1,291oC 온도구간은 α+γ → α 상으로 변하는 구간

(Mass transformation)으로서, 냉각 시 α → α+γ

반응에서 층상구조(Lamella structure)로 변하며 냉

각조건에 따라 층상구조의 간격 및 결정립 미세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3.2 반복 열처리 결과

Fig. 4는 결정립 미세화를 위한 반복열처리 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a)는 주조 상태의

미세조직으로 약 1,000 μm 크기의 조대한 층상구조

의 α
2
+γ 상을 관찰할 수 있다. 사전 열처리는 α

상 영역인 1,420oC에서 공냉하게 되고 (b)와 같이

주조 조직보다 더욱 조대한 미세조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층상구조도 관찰되었다. 사전 열처

리의 온도조건인 1,420oC는 α 상 영역중 높은 온도

에 해당되며 주조조직의 파괴와 합금성분의 균질화에

목적이 있다. 즉 α 변태온도인 1,291oC 근처에서

열처리시 주조조직의 파괴나 균질화가 되지 않는 현

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낮은 α상 온도 구간에서

냉각시 α상 메트릭스에 γ상이 미리 생성되어 층상조

직이 생성되는데, 차후에 미세화 열처리(반복 열처리)

에 기여할 γ상이 미리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

조직 미세화를 위한 반복열처리는 1,150oC에서

120분 동안 수행되었고, 2회 반복열처리 시 (c)와

같이 기존 결정립 내부에서부터 약 50% 수준의 재

결정화가 발생하여 약 50 μ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미세한 결정립이 관찰되었다. 또한 4회 반복 열처리

시에는 약 80% 수준의 재결정 미세조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재결정된 조직은 다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나 크기는 약 50 μm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그

러나 결정입계의 주변부 일부는 여전히 재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다소 존재하였다. 이는 향후 사전 열처

리 조건의 변화와 반복 열처리 횟수 증가를 통해

재결정 조직으로 변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

열처리(solution heat treatment) 공정 후의 미세조

직은 그림 (e)~(h)로써, (e)와 (f)는 1,330oC에서

10 min, 30 min 각각 열처리된 것으로써, (e)의 10

min 열처리 조건에서는 4회 반복 열처리시의 미세조

직보다 다소 성장하였으나 50~100 μm의 크기를 유

Fig. 3. DSC result of VIM-centrifugal casted Sample.

Fig. 4. OM photos of Ti-46Al-Nb-W-Cr-Si-C alloy, after
as casted (a) pre-heat treatment, (b) at 1,420oC for
20 min, 2 times, (c) and 4 times, (d) of cyclic heat
treatment at 1,150oC for 120 min, solution heat treat-
ment at 1,330oC for 10 min (e) and 1,330oC for 30 min,
(f) 1,350oC for 10 min, (g) 1,350oC for 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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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e)에서 초기 미세조직

(b)로부터 미세화된 조직의 분율은 약 80% 정도이고

반복 열처리의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Fig. 5와 같이 초기조직 및 미세화된 조직 모두에서

층상조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f)~(h)는 사진과 같

이 시간이 길거나 온도가 높으면 미세조직이 급속하

게 성장하여 결국 사전 열처리 조건의 미세조직과

유사한 크기로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직 미세화를 위한 최종 열처리는 1,330oC에서 10

min의 조건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5의 (a)와 (b)는 사전 열처리공정으로 α상 영

역인 1,420oC에서 20분간 유지한 샘플의 사진으로써,

α상 매트릭스에 γ상이 가늘고 넓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c)와 (d)는 최종열처리공정인 1,330oC에서 10

분간 유지한 샘플의 사진으로써, α
2
+γ의 층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γ상간의 간격은 약 1 μm로 관찰된

다. 또한 (c)와 같이 50 μm 이하의 길이의 층상조

직을 갖는 결정립 구조 형성 시 연신율의 향상과

더불어 강도의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으므로 이

는 향후 상온 연신율 및 고온 물성 평가를 추가적

으로 진행하여 확인할 계획이다[16].

3.3 균열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샘플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각 매질(Water/oil/salt/

air)의 선택에 신중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빠른

냉각속도에 따른 균열 발생현상을 Fig. 6과 같이 확

인하였고, 이후 열처리 시 공냉 조건으로 실험하게

되었다.

그림 Fig. 6의 (a)와 (b)는 1,420oC에서 20분간

열처리 후 샘플을 꺼냄과 동시에 샘플의 중간에 가

공된 홀에 열전대를 삽입 후 냉각 매체의 종류에

Fig. 5. SEM images of Ti-46Al-Nb-W-Cr-Si-C alloy after pre-heat treatment at 1,420oC for 20 min (a, b) and solution
heat treatment at 1,330oC for 10 min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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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냉각 현상을 관찰한 그래프이다. 시험샘플에 열

전대의 삽입과 냉각 매체로의 이동까지의 시간은 약

15초 정도 소요되었고, 외삽법으로 추세선을 추가하

였다. 냉각 매체인 water, oil, salt, air의 1,300oC

에서 300oC까지의 냉각 속도는 각각 200, 55.5,

40, 4.1oC/sec 의 순서로 냉각 매체로 water 사용

시 가장 빠른 냉각이 빠르고, oil과 salt는 유사했으

며, air가 가장 느린 냉각속도 값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Fig. 6-(c)와 같이 냉각속도가

빠른 water, oil, salt 매질에서 냉각한 샘플은 표면

뿐만 아니라 샘플 내부까지 매우 큰 균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면 air 냉각 샘플은 균

열이 없는 건전한 샘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빠른

냉각속도로 미세화의 진행 시간을 신속히 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샘플의 균열로 인하여

재료의 사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air 분위기에서 냉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Fig. 6의

(b)와 같이 인장샘플 가공을 위한 샘플 크기(Φ12 ×

L100)에 대한 결과이며, 만약 샘플의 크기가 커진다

면 적절한 냉각 미디어를 활용하여 균열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샘플의 형태나 크기에 따

른 냉각 조건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 사용된 Ti-46Al-Nb-W-Cr-Si-C계 주조

용 합금을 활용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1. Ti-46Al-Nb-W-Cr-Si-C계 합금의 상변태 온도

조건은 DSC 결과로 도출되었으며, 1,150oC에서

α2+γ → α+γ 상변화 구간으로, 1,291oC에서 α+γ

→ α 상으로 변하는 mass transformation 구간으

로서 판단되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열처리 공정을 설

계하였다.

2. 본 연구에 사용된 샘플에 대해 열처리 후 냉각

매체에 따른 냉각속도를 확인하였으며, 1,300oC에서

300oC까지의 냉각온도를 기준으로 water, oil, salt,

air의 냉각속도는 각각 200, 55, 40, 4oC/sec의 값

으로 water 사용 시 가장 빠른 냉각이 발생하였다.

냉각 매체로 oil과 salt 사용 시 냉각속도는 유사했

으며, air가 가장 느린 냉각속도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air를 제외한 나머지 냉각 매체로 냉각된 샘플

에서는 시편 내부 및 외부에 균열이 모두 존재하였

고, 이에 따라 air 냉각 방법이 본 합금에 가장 적

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사전 열처리 결과로 1,420oC-20 min에서 주조

Fig. 6. Cooling rate test and crack generation during water cooling, oil cooling, salt cooling, air cooling. (a) cooling
rate, (b) samples after cooling, (c) crack microstructur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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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파괴를 확인하였고, 이후 1,150oC 120 min

조건으로 4회 반복열처리를 실시하여 재결정화로 인

해 약 50 μm 이하의 조직 미세화가 가능하였다.

4. 최종 열처리 조건인 1,330oC-10 min에서 50~

100 μm의 미세한 결정립을 유지하면서 층상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었으며, 층상 구조의 α상간의 간격은

약 1 μm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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