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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티타늄합금의 준 안정상 TEM 회절도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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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stable phase characteristics of beta Ti alloys were investigat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of the microstructure

and diffraction pattern in TEM. TEM analysis showed that the microstructure was mottled as a modulated structure, and the

diffraction pattern was composed of spot streaks between the main spots of a stable beta phase with a specific lattice

relationship. The modulated structure may be induced by short distance slip or atom movement during a very short interval

of solution treated and quenched (STQ) materials. The athermal ω phase, which could be precipitated at low temperature aging,

is also analysed by the metastable phase. The metastable phases including athermal ω phase had a common characteristic of

hardened and brittle behavior because the dislocation slip was restricted by a super lattice effect due to short distance atom

movement at the metastab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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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베타 티타늄 합금의 준안정 특성은 이미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2) 베타티타늄 합금들의 준안정특성이란

① 이미지상의 수십 nm간격 긴 줄무늬 형상(modulated

structure)과 ② 회절도형상의 주회절점 사이 회절 줄무

늬 현상이다.3,4,5) 그러나 아직까지 이 합금들에서 이와 같

은 비정상적인 준안정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여러 논문에서 이것을 오메가상 변태로 보고되고 있

다. 여기에서 오메가상은 베타상 용체화처리 후 급냉에

의해 무확산으로 얻어지는 것과 200 oC이하 시효에서 확

산으로 얻어지는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1,2,6) 이것을

무확산(athermal) 및 확산(thermal) 오메가로 부른다. 그

런데, 이들 중에서 무확산(athermal) 형태를 단순한 오메

가상으로 정의하는 것은 베타 티타늄합금 준안정 베타

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는 합금원자 확산 이전의 훨씬 복잡한 상변태 기구가 포

함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타 티타늄합금의 준안정상과 유사한 현상으로 Wayman

의 프리마르텐사이트(premartensite) 기구를 들 수 있다.7)

이것은 NiAl과 같은 형상기억합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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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이 용체화 처리와 급냉시 과고용에 의한 마르텐사

이트-유사 상변태에 관한 것이다. 프리마르텐사이트는 새

로운 상으로 변태하는 마르텐사이트와는 달리 기지의 상

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단지, 프리마르텐사이트에서는

과고용에 의한 과응력이 기지상에 일정한 변형을 가하

고, 이로 인해 기지는 모상의 기본구조에 새로운 주기

적 배열이 유도 되는 특징을 보인다. Wayman의 NiAl

프리마르텐사이트에서 기지상에 대한 3배 격자주기 (3a)

규칙격자 형태의 회절도형과 이미지상 긴줄무늬 형상(spot

streak)은 베타티타늄의 준안정상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타티타늄합금의 베타상으로부터 유도

되는 준안정 회절도형의 원리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회

절도형은 상의 격자구조와 더불어 나노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준안정 베타상들에 대한 TEM 분석은 이와 같은

준안정 나노 이미지와 회절도형 관계를 밝혀줄 것으로

보인다.

2. 실험 방법

준안정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베타 Ti 합금계의 β상

이다. 본 연구에서는 β상의 준안정특성이 명확한 베타 합

금계의 Ti 15-3-3-3(Ti-15V-3Al-3Sn-3Cr)과 (α + β) 합

금계이지만 β상에서 준안정특성을 나타내는 TAF(Ti-6Al-

4Fe) 합금에 대한 미세조직 관찰과 상관계를 분석하였다.

Ti 합금의 β상 준안정특성은 용체화처리 후 급냉(STQ,

solution treated and quenched) 상태에서 얻어지므로. Ti

15-3-3-3은 β상 단일 지역인 900 oC에서 그리고 TAF는

(α + β)의 2상 영역인 880 oC에서 열처리 후 급냉 처리

하였다.

준안정 β상의 분석에는 주로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JEOL JEM 2000FX

기종으로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장착 기

종이다. TEM 시험편은 집속이온빔(FIB, focused ion

beam)으로 채취하여 제트 연마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표면 산화효과를 배제하였다.

3. 실험 결과

티타늄 합금 중에서 베타상의 준안정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베타 합금계의 Ti 15-3-3-3(Ti-15V-3Al-3Sn-3Cr)

과 (α + β) 합금계의 TAF(Ti-6Al-4Fe)에 대한 기본적인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관찰 결과는 Fig. 1과 같다. 그림

에서 Ti 15-3-3-3은 모든 조직이 β상 단일조직으로서

100 μm 이하의 결정립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TAF는

수십 μm 크기의 α상과 β상으로 구성되는데, 돌출의 α

상의 부피분률은 약 70 %인 것으로 측정된다. 

3.1 Ti 15-3-3-3의 준안정상

Ti 15-3-3-3은 대표적인 준안정 베타 Ti 합금이다. 이

합금의 STQ에서 유도되는 준안정 베타상은 Fig. 2와 같

이 전형적인 준안정 특징을 보인다. 준안정 특성이란 미

세조직에서 주기적인 굴곡을 갖는 모듈레이트 구조와 회

절도형에서 이것과 연계되는 회절줄무늬(spot streak) 현

상을 일컫는다. 그림에서 모듈레이트 구조는 그 흑백 간

격이 50 nm 이하로 균일하지는 않지만, z = <110> 빔방

향 회절도형 줄무늬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즉 모듈레이트 배열방향이 회절도형의 줄무늬를 형

Fig. 1. Optical Microstructures of (a) Ti 15-3-3-3 and (b) TAF alloy.

Fig. 2. TEM micrographs of (a) modulated 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110> of Ti 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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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TEM 분석에서 미세조직의 줄무

늬는 전자빔과 반응하여 수직의 회절도형을 구성하는 것

이다. 

Fig. 2(a)의 원부분에는 화살표 방향 줄무늬가 형성되

어 있는데 이 방향은 Fig. 2(b)의 회절도형에서 회절 줄

무늬 방향(화살표)과 일치한다. 즉 회절도형의 회절 줄

무늬는 미세조직의 줄무늬 방향과 수직인 것이 확인된

다. 또한 Fig. 2(b)의 X 도형 방향은 (222) 면방향인데 그

림에서 extra spot은 1/3(222) 및 2/3(222) 위치에 형성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3의 원 부분 지역을 고배율로 관찰한 결

과 Fig. 2와 같이 두 방향의 수 nm 간격 미세 줄무늬

형성이 확인된다. 각 줄무늬들은 z = <110> 빔방향 회절

도형의 줄무늬 방향과 수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Fig.

2의 결과와 동일한데 고배율 사진에서는 두 격자방향이

겹쳐서 발생되는 Moire 프린지가 관찰된다.

Fig. 2와 3에서 기지인 β상으로부터 얻어지는 z = <110>

빔방향 회절도형에는 모듈레이트 연계의 회절줄무늬 외

에도, 줄무늬 중심부 spot을 고려하면 준안정상에 의한

회절도형은 주 회절점 사이에 위성회절점 형성으로 구

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z = <110> 빔방향으로부터

유도되는 회절도형은 β상이 기본 bcc 격자점과 더불어, 준

안정상으로부터 유도되는 회절줄무늬 또는 위성회절점 현

상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준안정 특성의 위성회절점은 주회절점

과 일정한 방위 관계를 갖는다. 즉 위성회절점은 주회

절점의 (222) 면방향에 대한 1/3 및 2/3 지점에 위치하

는 방위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위성회절점은 일반

규칙격자와 같이 z = <110> 빔방향의 주회절인 (011) 및

(200)면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222)면 1/3 지

점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위성회절점 위치

는 열확산에 의해 형성되는 오메가상 회절도형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구성되고 있다.6) 

이에 비하여 모듈레이트 구조가 관찰되지 않는 빔방향

이 존재한다. Fig. 4에서 회절줄무늬는 특정 빔방향인 Z

= <111>에서 사라지는 것이 관찰된다. Fig. 4의 원부분

미세조직상에서도 그림의 원부분에서는 특별한 미세 줄

무늬 양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여기로부터는 회절줄무늬

현상이 동반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회절줄무

늬는 TEM 빔방향에 의해 관찰되는 결정면 미세조직의

미세한 선들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TAF(Ti-6Al-4Fe) 준안정상

TAF(Ti-6Al-4Fe)는 Ti-6Al-4V의 β안정화원소인 V을 Fe

로 대체하기위한 개발합금이다[KIMS]. 이것은 (α + β) Ti

합금계로써 용체화/급랭처리(STQ)에서 α상 및 β상으로 구

성되는데, Fig. 5에서 α상은 돌출부분으로 약 70 % 부

피분률이며 β상은 오목부분으로 약 30 %의 부피분률로

관찰된다. 각 부분을 SEM/EDS로 분석한 결과 준안정 β

상을 이루는 주요 편석원소인 Fe는 α상과 β상에 각각

2 %와 9 % 고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β상 안정화

원소인 Fe는 β상에 주로 과고용되며 준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후 시효처리시 β상은 Fe의 확산분리에 의

해 미세한 α상 + β상 라멜라구조로 석출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8,9)

TAF(Ti-6Al-4Fe)는 KIMS 개발의 (α + β) Ti 합금계인

데, 이중에서 β상은 준안정 특성을 보인다. Fig. 6(a)의

z = <110> 빔방향에서 관찰된 원부분 β상 미세조직은 준

안정 특성의 모듈레이트 구조와 직선 형태의 전위로 구

성된다. 그리고 Fig. 6(b)의 회절도형에서 직선형태 회절

줄무늬 구조는 모듈레이트 줄무늬와 서로 수직관계를 이

루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회절줄무늬 중심점을 회절점으로 간주하였을 때

이러한 준안정특성의 위성회절점은 주회절점과 일정한 방

위 관계를 갖는다. Fig. 6(b)의 X 도형 방향은 (222) 면

방향인데 그림에서 extra spot은 1/3(222) 및 2/3(222)

Fig. 3. TEM micrographs of (a) modulated 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110> of Ti 15-3-3-3.

Fig. 4. TEM micrographs of (a) micro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111> of Ti 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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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성회절점은 주

회절점의 (222) 면방향에 대한 1/3 및 2/3 지점에 위치

하는 방위 관계를 이룬다. 이와 같이 위성회절점은 일

반 규칙격자와 같이 z = <110> 빔방향의 주회절인 (011)/

(200)면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222)면 1/3 지

점에 위치하는 특징을 갖는데 이것은 앞의 Ti 15-3-3-3

분석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TAF 합금의 준안정 특성 β상 미세조직은 z = <100>

빔방향에서도 관찰된다. Fig. 7은 z = <100> 방향의 β상

인데 Fig. 7(a)의 원부분에 해당되는 미세조직에서 줄무

늬 구조는 관찰되지 않지만, 준안정 구조로 알려진 수

nm 간격 반점형태의 mottled 구조가 관찰된다. 

Fig. 7(b)의 회절도형에 있어서도 미세조직의 모듈레이

트 줄무늬에 의한 회절줄무늬 현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주

회절점 사이에 준안정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회절점들이 관찰된다. 그런데 위성회절점은 주회절점 중

심부에 두 개의 쌍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회절도형 현

상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된 바가 없다. 다만 이것이

mottled 구조의 준안정 β상으로부터 유도되는 특별한 현

상 중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6. TEM micrographs of (a) modulated 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110> of TAF alloy.

Fig. 7. TEM micrographs of (a) mottled 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001> of TAF alloy.

Fig. 5. (a), (b) SEM microstructures and (c) EDS of α phase and (d) β phase of TAF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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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Ti 합금에서 준안정 β상 특징으로 미세조직의 모듈레

이트 구조(또는 mottled 구조), 그리고 회절도형의 회절

줄무늬 및 위성회절점 현상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모듈레이트 구조와 연계되는 회절줄무늬 현상과 위성회

절점 현상을 분리하여 고찰하겠다.

4.1 모듈레이트 구조 및 회절줄무늬 현상

TEM 회절도형은 빔과 격자사이의 산란(lattice scattering)

에 의해 2차원적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1차원적인

Bragg 회절이 포함된다. 산란은 파동의 전자빔이 격자를

통과하며 Schrodinger 식의 양자역학적인 존재확률이 1

인 경우만 회절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정의 역

격자가 전자빔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을 갖춘다. 여

기에 한 격자당 원자 위치및 수가 고려되는 구조인자

(structure factor)를 더하면 실제적인 회절도형이 도출된

다. 즉 회절도형은 바로 결정의 역격자를 의미하는데, 역

격자는 실격자에 대하여 방향은 같지만 거리가 반비례

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회절도형의 회절점 간격이

작다는 것은 실제 격자에서는 격자간 거리가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회절줄무늬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격자간

격이 큰 줄무늬가 미세조직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이러한 큰 격자간격의 배열이 매우 규칙

적이라면 이것은 규칙격자와 같은 규칙 회절점으로 구

성되겠지만, 줄무늬의 배열간격이 커서 전자빔으로 분별

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불규칙한 배열간격이라면 회절

도 줄무늬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의 줄

무늬를 모듈레이트 구조라고 하며, 회절줄무늬는 회절도

형 구성원리상 역격자이기 때문에 모듈레이트 줄무늬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층결함과 같은 결함이 모상의 미세조직에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 모듈레이트의 줄무늬 형

상을 갖고 있는데, 그 배열주기가 크거나 불규칙 하다

면 회절도형에는 미세조직 줄무늬 방향에 수직한 방향

으로 회절줄무늬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이 준안정 β상의

모듈레이트 구조로부터 회절줄무늬가 구성되는 원리이다. 

4.2 위성회절점 현상

준안정 β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위성회절점은 STQ 이후

석출되는 확산형 ω상(thermal omega phase)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10) STQ 상태의 준안정 β상은 무

확산형 ω상으로 비교되기도 하는데, 확산형 ω상의 회절

도형은 명확한 위성회절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성회절

점은 기지인 β상 주회절점에 대하여 일정한 방위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위성회절

점들은 hcp 구조인 ω상 두 방향으로 분리 석출되어 ω1/

ω2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찰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

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는 별도로 본 논문에서는 위성회

절점 위치가 앞의 Ti 15-3-3-3 및 TAF 합금의 준안정

β상에서 나타나는 1/3 (222) 위치와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단지 회절줄무늬 양상이 확

산형 ω상 위성회절점이 다른데, 회절줄무늬 현상은 미

세구조의 줄무늬 배열과 관련한다는 것은 앞에서 고찰

한 바와 같다. 

준안정 β상의 위성회절점 현상은 Wayman이 제시한

NiAl 합금의 프리마르텐사이트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

다.7) Wayman은 형상기억의 특성을 갖는 준안정의 NiAl

합금계에서 Fig. 8과 같은 미세조직의 모듈레이트 줄무

늬 및 회절도형의 위성회절점을 관찰한 바 있다. 그림

에서 Wayman이 프리마르텐사이트라고 명명한 준안정적

인 상은 전형적인 tweed 형태의 모듈레이트 구조를 나

타낸다. 이것은 수십 nm 간격의 불규칙한 줄무늬로 구

성되는데 이들의 경계가 적층결함인지 평면전위인지에 대

한 고찰은 없었다. 단지 STQ 상태에서 마르텐사이트 변

태 이전의 응력/변형장이 일정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Wayman 등은 이러한 응력장을 9R 또

는 18R 마르텐사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9배 또는

18배 주기에서 원래의 격자주기와 일치하는 격자 시퀀

스를 의미한다. 이것이 위성회절점 형성의 원인으로 고

찰하고 있다.7,11-12) 

이러한 모듈레이트 줄무늬 구조가 유발하는 z = <110>

방향의 회절도형은 그림과 같은데, 이것은 본 연구의 Ti

15-3-3-3 및 TAF 합금 준안정 β상과 거의 유사하다. 즉

프리마르텐사이트의 회절줄무늬는 모듈레이트 줄무늬 방

Fig. 8. TEM micrographs of (a) modulated structure and (b)

diffraction pattern in z = <110> of a NIAl alloy.
7)



408 최병학·심종헌·김승언·현용택·박찬희·강주희·이용태·김영욱

향에 정확히 수직이며, 프리마르텐사이트의 위성회절점은

1/3 (222)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프리마르텐사

이트의 위성회절점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것

이 본 연구의 준안정 β상 양상과 다른 점이다. 

이상과 같이 준안정 β상의 회절도형에서 나타나는 비

정상적인 위성회절점을 설명하는 논리로는 열확산형 ω

상(thermal ω phase) 및 프리마르텐사이트 현상으로 구

분되어 고찰된다. 두 현상의 공통점은 위성회절점이 모두

bcc 상의 z = <110> 빔방향에 대하여 1/3 및 2/3 (222)

면위치에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bcc β상 격자상수

a의 3배 간격인 3a 격자상수를 갖는 새로운 상이 발생

되는 것을 의미하다. 

준안정 β상에서 구성되는 새 격자는 (222) 면에 대해

서는 3a 배열주기 특성을 지니지만, 실제로 (211) 면방

향에 대해서는 연신된 줄무늬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적

층결함이나 평면전위와 유사한 직선형태의 결함이 (211)

면방향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직선형태 결함은 배열주기가 격

자상수 a에 대하여 약 2배~6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것은 회절줄무늬의 한 지점을 포인트로 설정하

여 그 간격을 측정하여 얻어지는 결과이다. 

만약 (211) 면방향에 대하여 직선형태 결함이 일정한

배열주기를 갖는다면 회절줄무늬보다는 열확산형 ω상의

위성회절점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STQ 상

태 준안정 β상들 z = <110> 회절도형에서는 모두 (211)

면방향의 회절줄무늬가 관찰되어, (211) 면방향에 놓인 직

선형태 결함이 불규칙한 배열주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이것이 연속적인 배열주기를 갖는다기보

다는 격자상수 a의 2배~6배 정도되는 간격의 배열주기

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직선형태의 결함 모습은 미세조직 상에서 어느

정도범위 내에서 불규칙한 배열주기를 갖는 모듈레이트

구조를 띠고 있다. 본 연구의 TEM 미세조직에서 관찰

되는 모듈레이트 줄무늬 간격은 대략 수 nm 정도인데

일정하지는 않고, 고분해능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것의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모듈레이

트 줄무늬가 회절도형의 회절줄무늬를 형성한다는 것은

TEM 빔과 회절도형 구성 원리로 유추가 가능하다. 

모듈레이트 구조를 이루는 직선형태 결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적층결함이나 평

면슬립과 같은 전위 종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

위가 아니더라도 주격자에 유발된 새로운 격자주기의 변

형장/응력장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위가 이루는

구체적인 소성변형과 다른 그 이전의 탄성응력장인 것

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모사할 수 있는 탄성응력장으로 인한 새

로운 격자주기 (3a) 상의 출현은 Fig. 9와 같은 Peirls

Stress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에서 격자가 놓인 면을

(222) 면으로 가정한다면, 이 면에서 한 격자점을 중심

으로 양쪽의 격자가 일정간격 이동된 경우 새로운 3a 규

칙격자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격자

이동의 구동력은 STQ시 고용원자의 과고용과 이것에 의

한 과응력을 해소하려는 경향성으로 보여 진다. 즉 이

때 3a 지점에 Brillouin zone이 형성된다면 합금계에 깁

스 자유에너지 감소가 유도되고,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여

전히 불안정한 준안정 상이 발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고찰에서는 베타티타늄합금 준안정상으로부

터 발생되는 특성을 3a구조의 구성으로 단순하게 규정

한다. 이것이 Peirls Stress에 의한 것인지 혹은 Double

Diffraction이라는 회절의 중첩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서는 앞으로의 연구에 남겨둘 부분이다. 다만 이러한 3a

구조의 준안정상들은 원자들의 탄성적인 진동, 전위에 의

한 소성 거동 또는 스피노달 분해의 성분확산 및 SRO

(short range ordering) 등 요인에 의해 1 nm 이하의 매

우 규칙적인 격자이동을 겪은 상태로 새로운 규칙 배열

을 구성하였다하는 것이 사실로 분석될 뿐이다. 이들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이와 같은 3a 주기

의 격자구조를 근본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Wayman의 연구와7) 본 연구에 있어서 bcc 상에 유발

되는 과고용에 의한 준안정상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

Fig. 9. 3a lattice by Peirls stress and Brillouin zone with energy gaps at 3a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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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세조직의 모듈레이트와 회절도형의 회절줄무늬

현상인데, 모듈레이트의 줄무늬는 회절줄무늬와 수직관계

를 공통적으로 이룬다. 그리고 회절도형의 줄무늬에는 특

정 위치인 1/3(222) 및 2/3(222)에 위성회절점이 구성되

는 특징이 있다(Figs. 2,3,6,8). 이와 같은 회절줄무늬의

위성회절점 형성은 기본적으로 Fig. 9의 Peirls stress and

Brillouin zone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222) 또는 (110)의 특정 면방향에서만 발생되는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단지 이들 면이

원자조밀면이고 슬립계와 관련되는 것을 볼 때 미세조

직의 모듈레이트 및 이에 의한 회절줄무늬/위성회절점 현

상은 결정의 슬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1) Ti 15-3-3-3(Ti-15V-3Al-3Sn-3Cr)과 TAF(Ti-6Al-4Fe)

의 베타상은 준안정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미세조직상

의 모듈레이트 구조와 회절도형상의 위성회절점 및 회

절줄무늬와 같이 비정상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2) Ti 15-3-3-3에서 모듈레이트와 수직방향 관계인 회

절줄무늬는 z = <110> 정대축에서 발생되었고, TAF는 z

= <110> 및 z = <100> 정대축에서 발생되었다.

3) 두 합금 준안정 베타상 미세조직은 무확산 오메가

상(athermal ω phase)이나 프리마르텐사이트와 유사성을

갖는다. 

4) 준안정 베타상의 비정상적인 위성회절점은 1/3 &

2/3 (222) 위치에 발생되는데, 이것은 일반 오메가상의 1/

3 & 2/3 (211)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 

5) 준안정 베타상의 1/3 & 2/3 (222) 위치에 발생되는

3배 격자상수 지점의 위성회절점은 슬립면에 형성되는 격

자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을 작용시키

는 Peirls 응력은 새로운 Brillouin zone 형성의 자유에

너지 감소에 의하는데, 탄성의 변형응력이 슬립면에 유

발되어 일정한 격자이동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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