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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ystal structures and morphologies of precipitates in L10-ordered TiAl intermetallics containing

nitrogen were investigated b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Under aging at an approximate

temperature of 1073 K after quenching from 1423 K, TiAl hardens appreciably due to the nitride precipitation.

TEM observations revealed that needle-like precipitates, which lie only in one direction parallel to the [001]

axis of the L10-TiAl matrix, appear in the matrix preferentially at the dislocations.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 analyses showed that the needle-shaped precipitate is perovskite-type Ti3AlN (P-

phase). The orien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phase and the L10-TiAl matrix was found to be (001)P//

(001)TiAl and [010]P//[010]TiAl. By aging at higher temperatures or for longer periods at 1073 K, plate-like

precipitates of Ti2AlN (H-phase) with a hexagonal structure formed on the {111} planes of the L10-TiAl matrix.

The orient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i2AlN and the L10-TiAl matrix is (0001)H//(111)TiAl and H//TiAl.

Key words intermetallic compound, TiAl, precipitation, perovskite.

1. 서  론

새로운 경량내열재료로서 주목되고 있는 TiAl 화합물

은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iAl의

연성과 강도의 개량을 위해서는 고용경화, 고용연화 및

결정립 제어나 다른 상과의 공존에 의한 조직제어 등 많

은 시험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1). TiAl 중의 질소는 침

입형 고용원소이며, 원료인 Ti 혹은 용해나 열처리 동안

에도 흡수되기 쉽다. TiAl에 질소를 첨가하면 입경은 미

세화 되며, 강도가 증가하는 사실은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2) Ti-Al-N 3원계 상태도에 대한 연구는 Schuster et

al.3,4)에 의해 검토되어 3원계 상태도집에 수록되어 있다.5,6)

Ti-Al-N 3원계 상태도6)에 의하면, 육방정구조인 Ti2AlN

상(H상)은 TiN상, Ti3Al상 및 TiAl상과 2상 공존영역을

구성하며, perovskite구조인 Ti3AlN상(P상)은 TiN상,

Ti3Al상 및 α-Ti상과 공존한다.

Mabuchi et al.7)는 TiAl과 Ti2AlN의 복합재료를 소결

합성법에 의해 제작하여, 넓은 온도영역에서 항복응력이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Kaufman et

al.8)은 질소를 첨가하지 않은 TiAl에서 관찰된 조대한 석

출상을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Ti2AlN

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Loiseau와 Lasalmonie9,10)에

의해 보고된 Ti2Al상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Kawabata

et al.11)은 TiAl에 질소를 첨가하면, 질화물이 석출하여 강

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질화석출물의 구

조 및 형태에 대해서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TiAl 중에 석출한 질화물 석출상의

결정구조 및 시효처리에 의한 조직과 강도변화 등에 대

하여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합금소재로서는 99.7% Ti, 99.99%

Al, 99.9% TiN 분말을 사용하였다. 비소모전극형 Ar 아

크용해로를 이용하여, 마크로 편석을 피하기 위하여 시

료를 5회 이상 반복하여 재용해하여 최종적으로 40 g의

잉고트를 제작하였다. 아크용해 시 중량 감소는 0.05% 이

하로 용해에 의한 조성변화가 없는 합금조성으로 하였다.

TiAl의 화학양론조성과 질소 첨가량을 표현하기 위하

여, 합금조성을 (TixAl1-x)100-yNy로 표현하겠다. 본 실험에

서 화학양론조성을 x = 0.47, 0.48, 0.49, 0.50, 0.51, 0.52,

0.53의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질소 첨가량을 y(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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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0.5, 1.0, 2.0으로 선정하였다. 잉고트로부터 5

mm×5 mm×10 mm의 크기로 자른 시편을 1523 K에서

72 시간 용체화처리하여 얼음물에 급랭하였다.

시효처리는 973 K, 1073 K, 1173 K 및 1323 K에서

행하였다. 항복응력(0.2% 내력)의 측정은 Instrong형 시

험기(Shimazu Auto-Graph/AG-50000)을 이용하여, 변형

속도 2.8×10-4s-1으로 약 3%의 변형까지 실온에서 압축

시험을 하였다. TEM관찰을 위한 시료는 Twin-Jet 전해

연마법에 의해 제작하였다. 전해연마는 35% butanol +

59% methanol + 6% 과염소산의 전해액을 사용하여, 전

압 약 12 V, 전류 약 0.5 A, 약 300 sec의 조건으로 연마

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에는 TEM(JEM-3010)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시효경화

Fig. 1은 (Ti0.50Al0.50)99.5N0.5의 973 K, 1073 K 및 1173 K

의 온도에서 등온시효처리를 한 시편의 항복응력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든 합금이 유사한 시효경화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973 K에서 시효처리 한 시편의 항복응

력은 108 ks (30 h)에서 거의 최고 강도에 도달하며, 이후

과시효연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173 K에서 시

효처리 한 시편은 시효초기에 약간 강도가 상승한 후, 곧

바로 과시효연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시효조직

3.2.1 P상의 일방향 침상석출

화학양론조성 근방 혹은 Ti-rich조성의 TiAl은, TiAl상

과 Ti3Al상이 서로 최조밀면과 최조밀방향이 평행한, 즉,

{111}TiAl//{0001}Ti3Al, <101>TiAl//<1120>Ti3Al의 방위관계를

가지며 적층된 층상조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Fig. 2는 (Ti0.50Al0.50)99.5N0.5 합금을 1173 K에서 108 ks

(30 h) 동안 시효처리한 과시효 단계의 시료를 [100] 및

[001] 방향에서 관찰한 미세조직사진이다. 각각의 조직사

진으로부터 석출물의 형상은 침상이며, TiAl 모상의 [001]

축에 평행하게 석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b)

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석출물의 횡단면은 거의 정방형이며,

그 주변은 TiAl 모상의 [100]과 [010]에 평행하다.

Fig. 3은 1173 K에서 108 ks(30 h) 동안 시효처리 한

(Ti0.50Al0.50)99.5N0.5합금의 [001], [100] 및 [101] 회절패턴

과 설명도이다. 회절패턴으로부터 L10 규칙구조를 갖는

TiAl 모상의 회절점 사이에 100과 010 회절점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a)와 (b)는 회절패턴을 기

본으로 한 역격자와 실격자이며, 이것으로부터 석출물의

결정구조는 평형상태도에는 TiAl상과는 공존하지 않는

perovskite형의 Ti3AlN(P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상과의 방위관계는 [100]P//[100]TiAl, [010]P//[010]TiAl,

[001]P//[001]TiAl이며, 침상인 P상은 장축이 TiAl의 c축에

만 평행하다.

3.2.2 P상에서의 질소-공공규칙구조 형성

Fig. 5는 1073 K에서 108 ks(30 h) 동안 시효처리 한

(Ti0.50Al0.50)99.5N0.5합금의 [001], [100] 및 [121] 회절패턴

Fig. 1. Variation of compressive yield strength of (Ti0.50Al0.50)

99.5N0.5 alloys.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Ti0.50Al0.50)

99.5N0.5 alloy aged at 1173 K for 108 ks (30 h) showing the

precipitates viewed from (a) [100] and (b) [001] directions,

respectively.



TiAl에 석출한 질화물의 결정구조와 형태 53

과 각각에 대한 설명도이다. [001] 패턴에서는 TiAl 모

상의 회절점 이외에 P상에 의한 100과 010 회절점이 관

찰되지만, [100] 및 [121] 패턴에서는 특히 01/21/2 이나

1/20 /2등의 회절점이 관찰된다. Fig. 6(a)와 (b)는 회절

패턴을 기본으로 한 역격자와 실격자이다. 관찰된 회절

패턴은 질소원자와 공공과 규칙배열이며, 2개의 variant

가 조합되었다는 것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즉, Fig.

6(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석출물의 단위포는 기본적으로

4개의 L10격자에 의해 구성되며, 1개의 variant는 모상의

[100]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질소원자열과 공격자열이 형

성되고, 다른 variant에서는 TiAl의 [010]방향으로 배열되

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TiAl은 L10형 규칙상의 정방정이며, c축과 a축의 비는

1.022이지만12), [001]면내에 이방성은 없다. Fig. 6(b)에

1

Fig. 3.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s from

the (a) [001], (b) [100] and (c) [101] directions of

(Ti0.50Al0.50)99.5N0.5 alloy aged at 1173 K for 108 ks (30 h),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key diagrams.

Fig. 4. (a) Reciprocal lattice and (b) direct space lattice of the

perovskite Ti3AlN.

Fig. 5.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patterns from

the (a) [001], (b) [100] and (c) [121] directions of

(Ti0.50Al0.50)99.5N0.5 alloy aged at 1073 K for 108 ks (30 h),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key diagrams.

Fig. 6. (a) Reciprocal lattice and (b) direct space lattice of the

long range ordered perovskite Ti3AlN. Note the atomic

composition ratio of Ti : Al : N is 6 : 2 : 1 in thi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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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석출물의 규칙구조 형성은, (001) TiAl면상에 원

자배열의 이방성과 [100]방향과 [010]방향의 misfit 이방

성을 발생시킨다.

Fig. 7은 (Ti0.50Al0.50)99.5N0.5합금을 1073 K에서 250 ks

(70 h) 동안 시효처리를 한 시편의 회절 vector를 침상석

출물의 장축에 평행한 조건으로 촬영한 명시야상이다. 침

상석출물의 장축의 수직방향으로 주기적인 fringe contrast

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1/2 /2및 g = 00 의

조건으로 행한 경사실험에 의하여 하나의 침상석출물에

2개의 variant가 주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Fig. 8에 모식적으로 하나의 침상석출물의 구조

를 나타내었다. 석출물에는 2개의 variant가 서로 90o씩

회전하여 침상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3.2.3 H상의 석출

Fig. 9는 (Ti0.49Al0.51)99.7N0.5합금을 1323 K에서 108 ks

(30 h) 동안 시효처리 한 후의 [110] 명시야상과 석출물

A의 회절패턴이다. 석출물은 hcp 규칙구조의 H상, Ti2AlN

이며, TiAl 모상의 {111}면내에 판상으로 석출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Kaufman et al.8)은 TiAl에서 관찰된 조

대한 석출상은 Loiseau와 Lasalmonie9,10)가 보고한 Ti2Al

상이 아니라, Ti2AlN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 α2-

Ti3Al에서 질소의 고용도는 TiAl에서의 질소의 고용도보

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는 Kaufman

et al.의 결과와 일치한다. H상과 TiAl 모상과의 방위관

계는 (0001)H//(111)TiAl, [11 0]H//[ 01]TiAl이다.

3.2.4 석출물의 형태

석출물의 형상은 결정구조, 모상과의 misfit 및 모상과

의 계면구조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석출물과 모상과의

결정구조가 비슷하고, misfit이 작은 경우 석출물은 구상

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misfit의 증가에 따라 석출물

이 구상으로부터 침상, 그리고 판상으로 변화한다13-15).

Ti3AlN상이 TiAl 모상의 [001]방향만으로 침상으로 석출

하는 것은 L10 규칙상과 P상의 misfit에 이방성이 존재

1 1

2 1

Fig. 8.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repeated formation of

two variants of interstitial-vacancy ordered domains in a single

needle.

Fig. 7. Bright field image taken using g =  reflection for

(Ti0.50Al0.50)99.5N0.5 alloy aged at 1073 K for 250 ks (70 h).

112

Fig. 9. (a)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and (b) corres-

ponding [110] SAED pattern of (Ti0.50Al0.50)99.5N0.5 alloy aged

at 1323 K for 108 ks (30 h) showing the precipitation of

Ti2AlN nit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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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1에 TiAl상과 Ti3AlN

상의 격자정수 및 [100], [010], [001]방향의 misfit을 나

타내었다. [100]과 [010]방향의 misfit의 이방성은 없지만,

[100], [010]방향보다 [001]방향의 misfit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Ti3AlN에 대해서는 ε001/ε100 혹은 ε001/ε010이 0.20

이다. 따라서, P상 석출물은 misfit이 작은 TiAl 모상의 c

축 방향으로 우선성장하여 침상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P상의 단면이 정방형으로 되는 것은 탄성에

너지만이 아니라 계면구조도 형태를 결정하는 인자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Table 1에는 Ti2AlN상의 격자정수 및 모상 TiAl

의 [0 1], [ 01], [ 10], [111]방향의 misfit도 나타내었다.

[111]TiAl 방향의 misfit이 가장 크며, (111)TiAl//(0001)H면

상의 misfit이 작은 것은 H상 석출물이 TiAl 모상의 {111}

면상에 판상으로 석출하기 쉬운 것을 시사하고 있다.

3.2.5 화학양론조성의 영향

Al-rich조성의 TiAl의 경우, Ti3Al상은 혼재하지 않으며, 전

체적인 질소 고용량도 작게 된다.

Fig. 10(a)와 (b)는 각각 (Ti0.49Al0.51)99.7N0.5합금을 1173

K에서 10.8 ks (3 h) 동안 시효처리 한 경우와 360 ks (100 h)

동안 시효처리 한 경우의 명시야상이다. Fig. 10(a)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전위상에 육방정구조를 갖는 Ti2AlN상

(H상)이 우선 석출하며, 모상에는 Ti3Al상(P상)이 미세하

게 석출하여 있다. 1173 K에서도 시효시간이 장시간이 되

면, Fig. 10(b)에 나타낸 것과 같이 P상은 소실되어 H상

만이 남게 된다.

4. 결  론

질소를 첨가한 TiAl의 석출거동을 TEM을 이용하여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질소를 포함한 TiAl에는 질화물이 석출하여, 시효

경화와 과시효연화를 일으킨다.

(2) 1173 K 부근의 시효에서는, 준안정한 perovskite형

의 Ti3AlN(P상)이 모상의 [001]방향으로만 평행한 침상

의 석출물이 석출하며, P상과 TiAl 모상과의 방위관계는

[100]P//[100]TiAl, [010]P//[010]TiAl, [001]P//[001]TiAl이다.

(3) 1073 K 이하의 시효에서는, perovskite형의 Ti3AlN

에서 질소원자와 공공이 주기적인 규칙구조를 형성하며, 하

나의 석출물에는 주기구조인 2개의 variant가 침상방향으

로 서로 반복되어 배열한다.

(4) 1273 K 이상의 시효에서는, 안정상인 Ti2AlN(H상)이

TiAl 모상의 {111}면내에 판상으로 석출한다. H상과 TiAl 모

상과의 방위관계는 (0001)H//(111)TiAl, [11 0]H//[ 01]TiA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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